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주)노바칩스, Conversant 사의 HLNAND 플래시
테크놀러지 인수
-이번 인수로 노바칩스의 SSD 솔루션 사업 확장 계기 마련대한민국 서울 - 2015 년 1 월 26 일 – (주)노바칩스는 오늘, Conversant 사의 플래시 메모리 및
시스템 특허 261 건을 포함하여 하이퍼링크낸드(HLNAND®) 플래시 기술 및 자산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노바칩스는 이번에 인수하는 Conversant 사의 HLNAND 플래시
기술을 자사의 낸드플래시 스토리지 프로세서 포트폴리오와 플래시 기반의 테라바이트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제품군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자산인수는 노바칩스의 플래시 메모리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 제품의 사업영역을 대폭 확장시킬 것이다. 이번 인수거래는 통상적인 사업
체결 조건에 따르며, 2015 년 1 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HLNAND 플래시 기술은 대부분의 일반 낸드플래시 제품에 사용되는 병렬 버스 아키텍처보다 향상된
독특한 포인트-투-포인트 방식의 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이와 같은 하이퍼링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직렬 데이지체인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대용량 HLSSD (하이퍼링크 SSD)는, '링'이라
불리우는 단일 메모리 채널 한개당 이론적으로 최대 255 개의 HLNAND 플래시 디바이스들을 연결
구동할 수 있다. 그리고 링에서 각각의 HLNAND 디바이스는 한개의 다음 디바이스에만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출력회로는 단일 부하만을 구동하므로, 링을 구성하고 있는 있는 디바이스의 수에
관계없이 최대 동작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HLNAND 플래시 기술이 빅데이터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스 스토리지용 SSD 제품의 용량과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HLNAND 플래시 기술은 기존 SSD 대비 최대 10 배의 용량을 제공하는 진정한
대용량, 저전력 SSD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노바칩스는 최근 이와 같은 HLNAND 플래시 기술에
기반하여 28 나노 공정을 사용한 단일 ASIC 콘트로러로 최대 16TB 용량을 지원하는 플래시
스토리지 프로세서를 공개하였고,
사용한 8TB 용량

SATA3 및 NVMe 를 지원하는 PCIe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HLSSD 를 2.5" 형태로 시제품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Conversant 의 HLNAND 플래시 기술 매입으로 노바칩스는 다양한 용량과 인터페이스 및
폼팩터로 고품질의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비하게 되어, 고객들에게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뿐만 아니라 대용량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노바칩스는 고객들의 타임투마켓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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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칩스는 고성능 스토리지 제품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으로, 다양한 고성능 SSD 컨트롤러를
출시하고 있으며 노바칩스의 1 세대 제품 NVS-3600 시리즈 SSD 컨트롤러는 자동차, 산업, 서버,
군수 SSD 분야 등 특히 안정성 및 보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며 양산되고 있다. 2014 년, 노바칩스는 세계 최초로 최대 16 테라바이트 용량의 SSD 를
지원하는 28 나노 공정의 쿼드 콤보 SSD 컨트롤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서 주요 글로벌
SSD 플레이어의 주목을 받는 회사가 되었다. 노바칩스의 새로 출시될 SSD 컨트롤러는 NVMe 를
지원하는 PCIe 와 SATA3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며, 당사가 Conversant 와 공동으로 개발한
HLNAND 플래시 메모리와 함께 일반적인 ONFi 및 Toggle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지원한다.

Novachips 관련정보
노바칩스는 획기적인 용량과 확장성을 가진 광범위한 플래시 스토리지 프로세서와 스토리지
드라이브의

선도적인

공급

업체이다.

노바칩스는

플래시

스토리지를

내외적으로

재구상하여,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대용량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능을 제공한다. 노바칩스 제품은 회사의 고유한 플래시 메모리 아키텍처를 내장하여
일반 NAND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쟁업체 SSD 를 확장성, 성능 및 신뢰성에서 크게 앞지르고 있다.
2009 년에 설립된 노바칩스는 대한민국 분당, 캘리포니아 산호세와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novachip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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