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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PCIe 4.0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olidigm™ P41 Plus’ 출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Solidigm 브랜드의 첫 SSD 

일상적인 컴퓨팅을 위한 탁월한 가성비와 성능을 겸비 

 

캘리포니아 산호세, 2022년 8월 2일 – 솔리다임(Solidigm)이 2021년 12월 창립 이후 첫 번째 SSD(Solid-state 

storage drive) 브랜드인 Solidigm™ P41 Plus를 발표했습니다. P41 Plus는 일상 업무와 게이밍을 위해 PC 

사용자에게 업계 최고로 성능과 가치의 조합을 선사하는 혁신적인 PCIe 4.0 제품입니다. 

최대 4,125 MB/s의 순차 읽기 속도와 차원이 다른 비용 대비 효율이 특징으로, 일반 PC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에 뛰어난 PCIe 4.0성능을 자랑합니다 

144-레이어 3D NAND의 솔리다임 P41 Plus는 M.2 2280 폼팩터를 지원하며 용량은 512GB, 1TB, 2TB의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Solidigm P41 Plus는 2230과 2242 사이즈로 OEM에게 공급됩니다.  

솔리다임은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에 과감히 투자하여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Solidigm Synergy™ 소프트웨어입니다. 

옵션 항목이지만, 강력한 드라이브 상태 모니터링 도구와 함께 스토리지 드라이버와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강력 추천 패키지입니다. Solidigm Storage Driver는 호스트 관리 캐싱이 가능해,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찾아내고 중요한 항목을 캐시에 저장해 둡니다. 또 드라이브 용량이 가득 

차도 빠르게 읽어 들입니다. Solidigm Synergy 소프트웨어는 solidigm.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anjay Talreja 클라이언트 제품 솔루션 그룹 총책임자는 “Solidigm P41 Plus는 최신 PC 게임을 플레이하든, 사업체 

관리를 하든, 가족 사진 편집을 하든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탁월한 가성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용자 경험도 제공하는 독보적 제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41 Plus는 Solidigm™ 브랜드의 첫 출시작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SSD를 

포함해 업계 최고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회사의 포부가 담긴 제품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solidig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https://intel-my.sharepoint.com/personal/catherinex_sk_roberts_intel_com/Documents/Documents/Launch%20Planning/Press%20release/press@solidigmtechnology.com
https://news.solidigm.com/en-WW/212941-introducing-solidigm-a-market-leader-in-nand-flash-technology
https://www.solidigm.com/en/products.html
https://www.solidigm.com/en/produ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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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서 열리는 Flash Memory Summit에 참가합니다. 부스 

509에서 혁신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솔리다임 P41 Plus 웨비나도 개최합니다.  

북미: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30, 태평양 표준시 상세 정보  

유럽: 2022년 8월 24일 오후 4시, 영국 일광절약시 상세 정보 

 

### 

솔리다임(Solidigm) 소개 

솔리다임(Solidigm)은 혁신적인 NAND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의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솔리다임 기술은 

고객에게 데이터의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 인간의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솔리다임은 인텔의 메모리 

제품에 대한 오랜 혁신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과 규모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은 2021년 12월 SK하이닉스 산하 미국 신설 자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를 둔 솔리다임은 전 

세계 20개 지역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의 창의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lidigm.com, 트위터 @Solidigm 및 LinkedIn에서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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