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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ovo ThinkServer RS160 
강력함. 유연함. 내장된 가치.

향상된 성능
Lenovo ThinkServer RS160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탁월한 
Entry-level 서버입니다. 강력한 Intel® 프로세서와 세계적 수준의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기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최대 12Gps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이전 모델에 비해 2배의 메모리, 60% 더 많은 
내부 스토리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RS160은 웹 호스팅, 메일 
서비스, 파일 및 인쇄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뿐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일반 목적의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내장된 가치와 유연성
RS160은 Celeron에서 Xeon® 까지 전체 Intel 프로세서를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 64GB의 DDR4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확장을 위해 최대 20TB의 내부 스토리지와 128GB의  

M.2 드라이브를 지원하므로 다양한 스토리지 유형과 폼 팩터 중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버 OS를 지원하며, 랙은 
2-post 및 4-post 레일 랙 장착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친화적
Lenovo 서버는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x86 서버로 평가되어  
왔으며 가장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RS160도 예외가 
아닙니다. 섀시 깊이가 얇아 랙 내부 공기 흐름이 원활하며,  
80 Plus Gold 인증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한 Lenovo XClarity 시스템 관리 도구는 비즈니스급 안정성과 
관리 기능으로 비용과 중단 시간을 절감합니다. 이 도구는 Lenovo의 
고급, 2-소켓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도구입니다.

왜 Lenovo인가
Lenovo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선도적인 x86 시스템 제공업체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랙, 타워, 블레이드, 고밀도 통합 시스템을 포함하며,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안정성, 보안을 지원합니다. Lenovo는 또한 
전체 범위의 네트워킹,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IT 수명 주기 
내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enovo ThinkServer RS160

사양

폼 팩터/높이 1U（411mm/16.2인치 깊이）

프로세서 인텔® 펜티엄, 코어 i3, 제온® E3-1200 v6; 셀러론

프로세서 수 1（최대 4개 코어）

캐시 최대 8 MB

메모리 최대 64GB（16GB 4개） 2133/2400MHz DDR4 ECC UDIMM

확장 슬롯 1 PCIe 3.0 x16

스토리지 베이 1x M.2, 추가로 2x 3.5인치 또는 4x 2.5인치 비-핫스왑, 선택적 광학 드라이브 추가 가능

최대 내부 스토리지 20TB（7,200rpm） 3.5인치 SAS/SATA; 8TB（7,200rpm） SATA 2.5인치; 4.8TB 2.5인치 SAS（10,000rpm）;  
3.84TB 2.5인치 SSD; 128GB M.2 SSD

RAID 지원 소프트웨어 RAID-0/1/10/5（표준）, 선택적 하드웨어 RAID-0/1/10（업그레이드 키로 RAID-5/6 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x 1GbE（표준）, 추가로 1x 1GbE 전용 관리 포트

전원 공급 장치 300W 80 Plus Gold（90% 효율） 비-핫스왑

선택적 랙 탑재 2-포스트 레일, 4-포스트 레일

보안 선택적 TPM/TCM

시스템 관리 온보드 BMC, Lenovo XClarity 지원, 전원 계획 도구, 편리한 업데이트 및 시작

지원되는 운영 체제 Windows Server 2012/2012 R2/2016,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VMware vSphere ESXi

제한 보증 1년 또는 3년（모델에 따라 다름） 부품 및 인력

* 2016-2017 Global Hardware, Server OS Reliability Report（글로벌 하드웨어, 서버 OS 안정성 보고서）, ITIC, 2016년 10월.
† 2H16 Corporate IT Buying Behavior and Customer Satisfaction Study（기업 IT 구매 행동 및 고객 만족도 연구）, TBR; 2016년 12월

선택 사항
Lenovo ThinkServer RAID 520i PCIe 어댑터 Lenovo ThinkServer RS160 x16 PCIe  

라이저 키트
RS 시리즈용 ThinkServer 4-포스트 레일 키트

4XC0G88840 4XC0G88857 4XF0F28772

RAID-0, 1, 10용 12Gbps SAS 하드웨어 RAID 
어댑터, 6Gbps RAID보다 더 빠른 처리량을 위해 

업그레이드 키트로 RAID-5 선택 가능.

RS160 전용 1U 라이저 키트입니다. 뛰어난 I/O 
유연성을 위해 하나의 x16 절반 높이, 절반 길이 

슬롯을 제공합니다.

4-포스트 랙을 위한 설치가 편리한 슬라이딩  
레일 키트입니다.

추가 정보
Lenovo ThinkServer RS160 및 XClarity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Lenovo 담당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문의하시거나 lenovo.com/systems/servers를 참조하십시오.

© 2017 Lenovo. All rights reserved.

구매 관련 참조: 혜택, 가격, 사양 및 이용 가능 여부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enovo는 사진상 또는 인쇄상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 해당 보증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요청하십시오. Lenovo Warranty 
Information, 1009 Think Place, Morrisville, NC, 27560. Lenovo는 타사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표: Lenovo, Lenovo 로고 및 ThinkServer는 Lenovo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Microsoft 및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Intel, Intel 로고, Xeon 및 Xeon Inside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Intel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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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필요하십니까?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Lenovo 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lenovo.com/systems/servers

Lenovo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보기
lenovo.com/systems/services

http://www.lenovo.com/systems/servers
http://www.lenovo.com/images/products/system-x/pdfs/white-papers/itic_reliability_2H_2016_wp.pdf 
http://www.lenovo.com/images/products/system-x/pdfs/white-papers/tbr_x86servers_top_csat_2h16_wp.pdf
http://www.lenovo.com/systems/servers
http://www.lenovo.com/systems/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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