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aptec® SmartRAID 3200 시리즈 : 32i/16i/16e/8i
Tri-Mode SAS/SATA/NVMe™ RAID Adapters
호스트 : x8/x16 PCIe® Gen 4
미디어 : 24G SAS, 6G SATA, PCIe Gen 4 NVMe

www.microchip.com

동급 최고의 울트라 퍼포먼스
SmartRAID 3200 시리즈는 동급 최고의 성능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명확하게 레이블이 지정된 SmartRAID Ultra 어댑터는 대역
폭을 이전 세대의 4배인 29.6GB/s, 두 배로 늘리는 x16 호스트 인터페이
스를 제공합니다. Non-Ultra 어댑터는 Gen 4 PCIe 인터페이스로 인해
이전 세대에 비해 여전히 대역폭을 두 배로 늘립니다. SmartRAID 어댑터는
일반적으로 72비트 고속 DDR4 3200MHz를 사용하지만, SmartRAID
Ultra 보드는 144비트 또는 72비트 DDR4 3200MHz 메모리와 함께 제공
되므로, 중복 RAID 쓰기 및 NVMe CBE(컨트롤러 기반 암호화)에서 최고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144비트 보드는 성능에 대해 ‘p’로 표시(예: Smart
RAID 3258p-16i)되어 있으며, RAID5 중복 쓰기에서 최대 11.7GB/s 처
리량을 지원하는데 이는 72비트 제품보다 45% 높은 수치로 maxCrypto™
기술를 사용하는 NVMe CBE 지원 LD에서는 17GB/s 처리량입니다.

maxCrypto 컨트롤러 기반 암호화
SmartRAID 암호화 지원 어댑터(/e로 표시)는 현재 SAS 및 SATA 장치
외에도 NVMe에 대해 활성화된 업계 유일의 미사용 데이터 CB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axCrypto 기술은 AES 256 암호화로 RAID 어레이 및 단일
드라이브 RAID 0의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RAID(SSD 및 HDD)에서 지원
되는 모든 NVMe, SAS 및 SATA 장치가 있는 실리콘 엔진에 의해 가속화
됩니다. 로컬 암호화 키 관리를 지원하고 FIPS 140-2/레벨 1 인증 준비가
되어 있어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보다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급 데이터 보호 & 사용 편의성
Microchip의 업계 최고의 스마트 스토리지 스택은 모든 RAID 레벨에서 최고의 안정성과 동급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합 모드 지원(RAID
및 HBA 장치 동시 사용 가능), 어댑터 전원 관리(전력 소비 최대 30% 절감) 및 기존 RAID 어레이에서 새 어레이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트
리플 미러링 기능과 같은 고유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martRAID 3200 시리즈는 대부분의 어댑터에 플래시 기반 캐시 백업을 통합하여 널리 사용되는
보드 변형의 온보드 캐패시터 모듈(ASCM)을 통해 즉각적인 캐시 보호를 지원합니다. Adaptec ASCM 캐패시터 모듈은 5년의 수명을 지원하며 전원
손실 시, 온보드 플래시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해 스마트 펌웨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 모든 기능은 arcconf CLI, maxView HTML5 기반 웹 GUI, 표준 데스크톱 및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원격 및 로컬 관리를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용 주요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포함하는 Adaptec maxView™ 툴 제품군에 의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Tri-Mode 기능을 통한 최대 성능 & 보안
Adaptec® SmartRAID 3200 제품군은 서버 OEM, 스토리지
시스템, 데이터 센터 및 기업 고객을 위한 업계에서 가장 다재다능
하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안전한 전체 RAID 지원 Tri-Mode SAS
/SATA/NVMe 서버 스토리지 성능 솔루션입니다.

SmartRAID 3200 시리즈 PCIe® Gen 4 Tri-mode RAID 어댑
터는 가능한 최저 비용에 최적화된 다양한 성능 최적화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Microchip의 입증된 5세대 스토리지 컨트롤러인 SmartROC
3200을 기반으로 하는 SmartRAID 3200 제품은 내부 및 외부
3중 모드 연결을 위한 32, 16 및 8 미디어 대면 포트 변형이 있는
x8 및 x16 PCIe Gen 4 호스트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모두 지원
합니다. SmartRAID 3200 Ultra 제품은 가장 까다로운 NVMe
및 다중 포트 SAS SSD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
니다. SmartROC 3200 통합 PCIe 스위치는 DirectPath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업계 최저 지연 및 고대역폭 NVMe 솔루션과 x1,
x2, x4 및 x8 와이드 NVMe SSD를 지원하는 유연성입니다.

업계 최초의 이 24G SAS 어댑터는 SAS-4 연결은 물론 확장기
부착 SAS 또는 SATA 하드 드라이브를 24G SAS 인프라에 통합
하는 Microchip의 DCM(Dynamic Channel Multiplexing) 기
술을 지원하여 탁월한 처리량을 위해 거의 100% 링크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미디어 유형에 대한 기본 호스트 어댑터 모드,
RAID 모드 및 혼합(RAID 및 HBA/원시 장치)도 지원됩니다.

Microchip의 Trusted Platform 지원은 개방형 컴퓨팅 보안 프로
젝트와 일치하는 하드웨어 신뢰 기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준의
컴퓨팅 및 공급망 보안을 제공합니다. Microchip은 SAS, SATA
및 NVMe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한 maxCrypto™ 컨트롤러
기반 암호화(CBE) 솔루션을 확장했습니다.

www.microchip.com



혜택
• 입증된 안정성을 통해 SMB, 엔터프라이즈 및 하이퍼스케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PCIe Gen 4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하는 데 이상적임
• SAS/SATA/NVMe 장치를 위한 트라이 모드 지원 : 16세대 4NVMe, 24세대 SAS4 및 6세대 SATA
• HBA 및 RAID 모드용 NVMe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가장 낮은 지연 시간 액세스를 지원하는 내장 PCIe 스위치
• 최대 29.6GB/s의 처리량 및 350만 이상의 IOP 4K RR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성능 및 대역폭
• RAID 쓰기 및 NVMe CBE에서 향상된 처리량을 지원하는 144비트 DDR4 3200MHz 메모리 옵션(RAID 5 쓰기의 경우 11.7GB/s, NVMe CBE의
   경우 17GB/s)
• 통합 캐시 보호 기능을 갖춘 최대 8GB의 고속 DRAM 캐시를 통해 스토리지 가속화(SmartRA)ID 325x만 해당)

하이라이트
• 최대 16개 포트가 있는 모든 보드의 로우 프로파일, MD2 폼 팩터, 32개
  포트 변형을 위한 전체 높이, 절반 길이 폼 팩터
• 보안 부팅, 보안 업데이트 및 증명
• SAS, SATA 및 NVMe 장치용 maxCrypto CBE
• UBM(범용 백플레인 관리)
• 가상 핀 포트 관리(VPP)
• SES(SAS 익스팬더 기반 백플레인), SGPIO(직접 연결된 SAS/SATA
   백플레인)
• RAID 0, 1 Triple, 10 Triple, 5, 6, 50, 60
•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및 온라인 용량 확장
• 모든 SmartRAID 325x 제품과 통합된 ZMCP(Zero Maintenance
   Cache Protection)

• 8레인(x8) 또는 16레인(x16 ‘Ultra’) PCIe Gen4 호스트 인터페이스
• U.2 및 U.3을 지원하기 위해 SFF-9402 핀아웃을 사용하는 내부
   SlimSAS(SFF-8654) 및 외부 미니 SAS HD 커넥터
• 동적 어댑터 전원 관리
• maxView 도구 모음 지원
• 64개의 NVMe 장치와 최대 256개의 SAS/SATA 및 최대 64개의 LD/
   RAID 어레이 지원
• 혼합 모드 및 HBA 모드 지원
• maxCache SSD 캐싱(SmartRAID 325x만 해당)
• x86 플랫폼 지원
•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관리 소프트웨어

 

 

 

 

 

 

 
 
 
 
 
 
 
 
 
 
 

 

 
 
 
 
 
 

  

 
 
 
 
 
 

 
 

 
 

 
 
 

 
 

 

  

 

• maxCache 캐싱 소프트웨어(3204-8i 제외) 어댑터

• 혼합 모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어댑터에 연결된 장치를 RAID 및 HBA
   모드에서 동시 사용

• 최대 256개의 SAS/SATA 대상 장치 지원(최대 238개의 SSD/HDD
   지원, 나머지는 확장기 및 인클로저 관리용으로 예약됨)

• Gen 3/4 인터페이스(x1, x2, x4 및 x8 와이드 인터페이스)로 NVMe
   대상 장치 지원

• 64개의 논리 드라이브/RAID 어레이 지원

• 기본 4K 섹터 및 512바이트 SAS/SATA/NVMe 장치 지원

• RAID 1 및 10 Triple을 통해 트리플 미러링, 어레이 이동 및 분할
   미러링 지원

• 온라인 용량 확장 및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 동적 캐싱 알고리즘

• 기본 명령 대기열(NCQ)

• 백그라운드 초기화

• 핫 플러그 드라이브 지원

• RAID 레벨 마이그레이션

• 핫 스페어 - 글로벌, 전용 및 풀링(카피백 포함)

• 인클로저 관리 기능 - SAS/SATA : SGPIO 및 SES

• 대역 외(BMC) 관리를 위한 PBSI, MCTP 및 플랫폼 수준 데이터
   모델(PLDM) 및 Redfish Device Enablement(RDE)

• 범용 백플레인 관리(UBM) 지원

• VPP(가상 핀 포트 관리)

Microsoft Windows Server, Windows 10, Red Hat Enterprise Linux®, CentOS,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Ubuntu Linux, Debian Linux, Oracle Linux, Citrix XenServer,
Solaris, FreeBSD, VMware ESXi 및 오픈 소스 Linux 드라이버/인박스 드라이버

(www.adaptec.com/en-us/support/st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SI, MCTP, PLDM/RDE

CE, FCC, UL, C-tick, VCCI, KCC, CNS

RoHS

68.9(H) mm × 167.65(L) mm - 최대 16포트의 모든 보드
111.15(H) mm × 167.65(L) mm - 32포트의 모든 보드

330LFM 기류(SmartRAID 33254U-16e/e)
300LFM 기류(SmartRAID 3258Up-16i /e)

250LFM 기류(SmartRAID 3258Up-32i/e, SmartRAID 3258-16i/e, SmartRAID 3254-16i/e, SmartRAID 3254-16e/e, SmartRAID 3254-8i, SmartRAID 3252-8i, SmartRAID 3204-8i)
참고 : RAID 어댑터에서 1인치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온도

• 구성 가능한 스트라이프 크기

• S.M.A.R.T. 지원

• 동적 섹터 수리

• 시차(Staggered) 드라이브 스핀업

• 레거시 및 uEFI 바이오스를 통한 부팅 가능 어레이 지원

•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다중 대기열 및
   MSI-X 지원이 포함된 스마트 PQI 드라이버

• 보안 부팅, 보안 업데이트 및 증명 지원

• uEFI 호스트 BIOS에 대한 보안 부팅 지원

• www.adaptec.com/en-us/support/start에서 오프라인
   maxView 도구가 포함된 USB 이미지

주요 소프트웨어 기능

운영 체제

관리 유틸리티(대역 외)

사이즈

공기 흐름
(0°C ~ 55°C)

규제 인증

환경 준수

maxView 스토리지 관리자

• 웹 기반 GUI 관리 유틸리티
• Windows®, Linux®, Solaris, VMware 지원
• 원격 구성, 모니터링 및 알림
•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 SMI-S 지원
• SMTP

ARCCONF

• 명령줄 인터페이스
• 로컬 및 원격 지원
• uEFI 셸 지원을 위한 arcconf
• VMware용 SMI-S 지원
• 지원되는 모든 운영 체제에 대한 ARCCONF CLI 지원

uEFI BIOS 구성 유틸리티

• HII 기반 구성 유틸리티
• 플래시 가능한 BIOS 지원

이벤트 모니터

• 경량 이벤트 모니터링 및 로깅 도구
• 어댑터 이벤트를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알림

관리 유틸리티



제품 정보

3258UPC32IXS

3258UPC16IXS

3254UC16EXS

3258C16IXS

3254C16IXS

32548IXS

32048IXS

32 internal

16 internal

16 external

16 internal

16 internal

8 internal

8 internal

0, 1 ,5, 6,
10, 50, 60,

1 Triple,
10 Triple

8-Lane
PCIe Gen 4

16-lane
PCIe®
Gen 4

8GB DDR4/3200 MHz

8GB DDR4/3200 MHz

4GB DDR4/3200 MHz

8GB DDR4/3200 MHz

4GB DDR4/3200 MHz

4GB DDR4/3200 MHz

4GB DDR4/3200 MHz

128-bit

64-bit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제품명 부품 번호 RAID 레벨 호스트
인터페이스

SmartRAID Ultra 3258p-32i/e

SmartRAID Ultra 3258p-16i/e

SmartRAID Ultra 3254-16e/e

SmartRAID 3258-16i/e

SmartRAID 3254-16i/e

SmartRAID 3254-8i

SmartRAID 3204-8i

SAS/SATA/
NVMe 포트 캐시 범위캐시 캐시 백업

(ZMCP)
maxCache™

4.0

미지원

지원

max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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