
HighPoint SSD7500 시리즈 Gen 4 NVMe RAID 컨트롤러

SSD7500 시리즈 PCIe Gen4 x16
M.2 NVMe RAID 컨트롤러

최첨단 PCIe 4세대 NVMe RAID & 연결 솔루션, 최대 8포트

주요 이점

권장 응용 프로그램

최첨단 PCIe 4세대 x16 NVMe
HighPoint SSD7500 시리즈는 업계에서 입증된
RAID 기술과 전용 최첨단 PCIe Gen 4 x16 호스트
연결을 결합해 탁월한 스토리지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용 PCIe 4.0 x16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NVMe SSD가 시스템 CPU와 직접 인터페이스해
최대 전송 성능과 거의 즉각적인 응답 시간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Intel & AMD 플랫폼 모두를 위한 진정한 독
립형 NVMe RAID 솔루션
SSD7500 시리즈 컨트롤러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NVMe RAID 솔루션입니다. Bifurcation를 지원
하는 마더보드 플랫폼이나 SSD 제조업체에서 출
시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용
PCIe 4.0 x16 슬롯이 있는 AMD 또는 Intel 기반
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스토리지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D7500 시리
즈 컨트롤러는 PCIe 3.0 플랫폼과 완벽하게 역호
환되므로 고객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으로 마이그레
이션하지 않고도 고급 Gen 4 스토리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 Linux에 대한 부팅 RAID 지원
SSD7500 시리즈 NVMe RAID 컨트롤러를 사용
해 Windows 및 Linux 시스템을 위한 부팅 RAID
또는 단일 NVMe SSD 구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각 플랫폼에 대해 선택적 UEFI 다운로드
및 전체 설치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ID 10(보안 & 속도) - RAID 10에는 최소 4개의
NVMe SSD가 필요하며, 두 RAID 1 어레이 사이의
스트라이프로 구성됩니다. RAID 10은 RAID 0과
동등한 읽기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NVMe 애플
리케이션의 RAID 5보다 우수합니다. RAID 5와 달
리 RAID 10은 추가적인 패리티 관련 쓰기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NVMe SSD의 TBW 수명을 단
축합니다.

RAID 0(속도) - ‘스트라이프’ 어레이라고도 하는
이 모드는 최대 성능을 제공하며 최소 2개의 NVMe
SSD가 필요합니다.

RAID 1(보안) - 이 모드는 대상 SSD의 숨겨진 복
제본을 생성하며, 구성하려면 2개의 NVMe SSD가
필요합니다. RAID 1은 부팅 가능한 볼륨에 이상적
입니다.

포괄적인 NVMe RAID 지원
HighPoint 7500 시리즈 NVMe RAID 컨트롤러는
새로운 NVMe SSDS를 자동으로 단일 드라이브로
인식하므로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
적인 NVMe RAID 스택을 통해 각 컨트롤러는 RAID
다중 RAID 0, 1 또는 10 어레이 또는 단일 디스크와
RAID 스토리지의 혼합 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세대의 새로운 기능! 초고효율, 저소음 하이
퍼 냉각 솔루션
HighPoint의 저소음 하이퍼 냉각 솔루션은 Gen4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체 길이의
양극 산화 알루미늄 방열판과 초내구성, 거의 무음
의 팬 및 고전도성 열 패드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I/O
상태에서도 NVMe SSD가 권장 온도 임계값 내에
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혁신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은 작업 환경에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가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NVMe 및 컨
트롤러 구성 요소에서 낭비되는 열을 신속하게 제거
합니다.

포괄적인 NVMe RAID 관리 제품군
중요한 스토리지 구성을 유지 관리할 때 각 고객은
특정 요구 사항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Web
GUI는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직관적인 그
래픽 인터페이스로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에게 이
상적이며,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는 고급 사용자
및 전문 관리자를 위해 설계된 강력한 텍스트 전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두 인터페이스는 모든 주요 운
영 체제에 걸쳐 보편적인 레이아웃을 공유하며, 인
터넷 연결을 통해 로컬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
으며, 사용자가 이메일 알림으로 실시간 이벤트 로
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SHI(Storage Health Inspector) - SHI는 컨트
롤러에서 호스팅하는 드라이브의 상태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도록 도와줍니다. 온도, SMART 상태,
TBW(Terabyte Written)와 같은 각 NVMe SSD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CPU NVMe RAID 솔루션에 직접 연결되는
   전용 PCIe 4.0 x16
• 진정한 플랫폼 독립성
• 2~8개의 NVMe PCIe 4.0 장치
• PCIe Gen 3 호환
• 컨트롤러당 최대 32TB 용량
• 저소음 하이퍼 냉각 솔루션
• 통합 SSD TBW 및 온도 모니터링 기능
• Windows 및 Linux에 대한 부팅 RAID 지원
• SRIS/SNRS/공통 클록 아키텍처/토폴로지
   지원

• 단일 장치를 통해 최대 32TB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컨텐츠 프로세싱 워크스테이션에
   가장 적합
•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읽기 집약적 애플
   리케이션에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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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버스 인터페이스

채널/포트 수

데이터 전송 속도

디바이스 수

SSD 폼 팩터

폼 팩터

카드 사이즈/무게

냉각

Windows 지원

Linux 지원

Mac 지원

PC 플랫폼 지원
• 업계 표준 PCIe x16 물리적 슬롯이 있는 모든 PC 또는 마더보드
  (Bifurcation 필요 없음)

4x M.2

4x M.2 NVMe SSD

2242/2260/2280/22110(단면&양면 지원)

Full-Height

19.5(W) x 11.2(H) x 2.05(D) cm / 598.7g 

8x M.2

8x M.2 NVMe SSD

2242/2260/2280(단면&양면 지원)

Full-Height

28.4(W) x 11(H) x 2.1(D) cm / 771.1g 

Single, 0, 1, 10

Single, 0, 1, 10

Bootable & Data RAID

Single, 0, 1, 10

Single, 0, 1, 10

Data RAID

SSD7505 SSD7540

PCI-Express 4.0 x16

NVMe 구성 SSD7505 SSD7540

NVMe RAID 관리 SSD7505 SSD7540

레인당 16GT/16Gbps

저소음 팬이 내장된 전체 길이의 양극 산화 알루미늄 방열판지원

Windows 11 및 10, Windows Server 2022/Server 2019/Server 2016/Server 2012 R2, Microsoft Hyper-V

Linux 커널 3.10 이상

macOS 12 Monterey/macOS 11 Big sur/macOS 10.15 Catalina/macOS 1014 Mojave/macOS 10.13 High Sierra

참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CIe 4.0이 필요합니다.

참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CIe 4.0이 필요합니다.Mac 플랫폼 지원

• 2012 및 이후 Mac Pro 시스템; 5.1, 7.1(2019)
      

• Apple M1 플랫폼 호환
• Thunderbolt™ 확장 섀시를 통한 Thunderbolt™ 3 연결 :
   RocketStor6661A

• 2012 및 이후 Mac Pro 시스템; 5.1, 7.1(2019)

• Apple M1 플랫폼 호환

참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CIe 4.0이 필요합니다.

• 업계 표준 PCIe x16 물리적 슬롯이 있는 모든 PC 또는 마더보드
   (Bifurcation 필요 없음)
      

• Thunderbolt™ 3 연결(Tunderbolt 3 포트가 있는 PC 플랫폼
   필요) 및 Thunderbolt™ 확장 섀시 : 로켓스토어 6661A

참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CIe 4.0이 필요합니다.

RAID 지원

TRIM RAID 지원

스토리지 모드-NVMe

SMTP 이메일 경고 알림

알람 부저

스토리지 상태 검사기

NVMe SMART 상태

브라우저 기반 관리 도구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 스크립팅 가능한 구성 도구)

API 패키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관리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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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및 구성 가능한
RAID 리빌딩 우선 순위

불완전한 리빌딩 자동 재개

컨트롤러당 단일 RAID 또는
다중 RAID 어레이

컨트롤러 간 교차 동기화
RAID 솔루션

1x SSD7505

빠른 설치 가이드(영문)

1x SSD7540

빠른 설치 가이드(영문)

키트 내용물

SSD7505 SSD7540

제품 이미지

NVMe 구성 SSD7505 SSD7540

+5˚ C ~ +55˚ C

-20˚ C ~ +80˚ C

PCI-e: 12V, 3.3V

Typical: 16.44W

920,585시간

CE, FCC, RoHS, REACH, WEEE

PCI-e: 12V, 3.3V

Typical: 17.28W

작업 온도

스토리지 온도

작동 전압

파워

MTBF

인증/승인

지원

지원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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