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nkAgile VX Series
IT 인프라를 간소화하고 가치 창출 시간을 가속화

상기 VX Series 모델: VX3320(위), VX7520(중간),
VX3720(아래)

vSAN 하이퍼컨버지드 아키텍처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필수적입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
해서는 IT 시스템이 단순하고 민첩성과 비용 효율이 우수
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항상 온라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고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enovo ThinkAgile
VX Series는 인프라 구축만이 아닌 귀하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Mware vSAN을 기반으로 한 ThinkAgile VX Series는
여러 모델로 제공됩니다. 각 모델은 미리 구성되어 있고,
사전 테스트되었으며, 새로운 VMware 하이퍼컨버지드
환경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
공합니다. VX Series는 기존 VMware 환경에 쉽게 통합
될 수 있습니다.

SMB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를
위해 설계된 VX Series는 원격 지사/지점 사무실
(ROBO) 및 소매점은 물론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매하는 방법 대 구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VMware vSAN 설치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
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객은 구
성, 테스트, 디버그, 최적화 및 인증 작업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ThinkAgile VX Series는 공장에서 출하
되기 전에 이들 단계를 완료하여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VX Series는 귀하의 환경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된 하
드웨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Lenovo 전문가 서비스 실시
옵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VX Series는 도입이
쉽고, 더욱 빠른 가치 대비 시간을 제공하며, 비용을 절감
합니다. VX Series에는 vLCM(vSphere Lifecycle
Manager)을 통해 제공되는 강력한 수명 관리 기능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vLCM은 도입 속도를 높이고, 소프트웨
어 패치 및 업데이트를 단순화하며, 작업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유능한 직원들을 보다 생
산적인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VX Series는 관리와 운영이 간편합니다. 하나의 노드에
계산, 저장 기능 및 가상화 리소스가 모두 통합되어 있는
이 제품은 여러 노드 리소스 세트를 단일의 가상 구조에
통합시켜 인프라를 대폭 간소화해줌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https://lenovo.com
https://www.lenovo.com/thinkagile


도입부터 큰 비용이 드는 IT 오버프로비저닝도 필요 없습니
다. 실제로 추가 리소스가 필요해질 때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
니다.

유연성 및 선택 사항
ThinkAgile VX Series는 다양한 범위의 플랫폼으로 제공되
며, 모든 사용 사례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전체 플래시 및 하이브리드 플랫폼 모
두를 지원합니다.

VX 2000 Series VX 2000 Series — 중소 기업에 최적화된 범용 1U 1 노
드 플랫폼입니다.
VX 3000 Series VX 3000 Series — VDI처럼 계산량이 많은 애플리케이
션에 최적화된 범용 1U 및 2U 노드 플랫폼 및 2U 4 노드
플랫폼입니다. VX3530-G 2U 1 노드 플랫폼은 그래픽
집약적 VDI 배포를 가속화할 수 있는 GPU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VX 5000 Series VX 5000 Series — 장기 고용량 스토리지 요건에 최적
화된 스토리지 집약적 2U 1 노드 플랫폼입니다.
VX 7000 Series VX 7000 Series — 데이터베이스 및 공동 작업과 같은
가장 높은 성능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2U 및 4U 플랫폼
입니다.

확장성 및 성능
확장 가능한 Intel® Xeon® 플래티넘 프로세서 CPU 제품군
또는 AMD EPYC™ 7003 Series 프로세서를 통합한
Lenovo ThinkSyste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VX Series
를 사용하면 최소 3개 노드의 작은 규모로 시작한 다음, 스토
리지 용량을 늘리거나 한 번에 하나씩 노드를 추가하여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손
쉽게 용량과 성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플래시 모델은
최대한의 사용 가능 용량을 가진 최적화된, 안전한, 고성능
플랫폼을 위한 인라인 중복 제거, 압축 및 암호화를 지원합니
다.

빠른 업무용 사용 시간
모든 ThinkAgile 플랫폼은 Lenovo ThinkAgile
Advantage와 함께 제공됩니다. Lenovo Services는 새로
운 솔루션을 설정 및 구성하며 시스템 작동을 위해 필요한 모
든 교육을 제공합니다. VX 시리즈는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내에 설치되어 생산적으로 가동됩니다.

VX Series가 배포되면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ThinkSystem 서버는 현재 업계 표준 벤
치마크에서 24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Lenovo 서버는 500개 이상
의 세계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기술 혁신 관련 경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상기 VX Series 모델: VX3575-G(위), VX5575 통합 시스
템(아래)

더 큰 안정성
성공적인 하이퍼컨버지드 솔루션에는 안정적인 서버 플랫폼
이 필요합니다. 서버 플랫폼이 연산과 풀링된 스토리지 업무
모두를 수행하면서, 가동 시간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신 ITIC 글로벌 서버 하드웨어 및 OS 안정성 조사에 따르
면, Lenovo는 7년 연속으로 전 세계 모든 x86 서버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는 독립 연구 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수백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Lenovo
서버가 여전히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ThinkAgile Advantage 지원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Lenovo ThinkAgile Advantage가
제공하는 ThinkAgile 솔루션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팀과 직접 연결되는 전화 회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문
가들은 신속하게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를 진단
하며, 전체 지원 프로세스를 위한 단일 창구 연락을 지속적으
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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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ThinkAgile VX Series는 강력하고 매우 안정적인 하드웨어에서 사전 로드된 사용이 용이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IT 인프라를
간편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VX Series 모델은 세계적 수준의 Lenovo 서비스 및 지원을 받습니다.

VX Series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Lenovo의 포괄적인 데이터 센터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Lenovo IT 자산의 전체 라이프사이
클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사전 구성된 지원 수준에 따라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맞춤화하면 특정한 비즈니스 요구사항들과 응답
시간에 대한 목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옵션에는 평가 워크샵, 하드웨어 설치,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 지원, 관
리되는 서비스, 상태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VX 2000 Series 사양 - Intel
ThinkAgile VX 2000 Series 모델은 1U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VX2000 Series는 중소 기업에 맞게 최적화된 성능 및 용량
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X 2000 시리즈 사양 - AMD

모델 VX2330

대상 사용자 중소 기업
폼 팩터 1U

프로세서 최대 2개의 3세대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최고 270W)

메모리 3200MHz에서 32개의 128GB DIMM

GPU 없음
드라이브 베이 3.5" SAS/SATA 4개

3.5" NVMe 4개
디스크 그룹 수 1

스토리지 옵션 900GB 3개 - 8TB HDD

소프트웨어 사전 로드됨 VMware ESXi, vSAN

시스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HCI Kit Advanced;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HCI Kit Enterprise; 3년 또는 5년 지원 구
독

보증 지원 3년 또는 5년 고객 교체 가능 유닛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
비스 업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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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2000 시리즈 사양 - AMD
ThinkAgile VX 2000 시리즈 모델은 1U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VX2000 시리즈는 중소 기업에 맞게 최적화된 성능 및 용량
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X 3000 시리즈 사양 - Intel

모델 VX2375

목표 대상 중소 기업
폼 팩터 1U

프로세서 64코어 AMD EPYC™ 7003 시리즈 프로세서 2개
메모리 최대 256GB의 DIMM(3200MHz에서) 32개
GPU 없음
드라이브 베이 3.5" SAS/SATA 4개

3.5" NVMe 4개
디스크 그룹 수 1

스토리지 옵션 900GB 3개 - 8TB HDD

소프트웨어 사전 로드됨 VMware ESXi, vSAN

시스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HCI Kit Advanced;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HCI Kit Enterprise; 3년 또는 5년 지원 구
독

보증 지원 3년 또는 5년 고객 교체 가능 유닛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
비스 업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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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3000 시리즈 사양 - Intel
ThinkAgile VX 3000 시리즈 모델은 GPU가 포함된 1U, 2U 또는 2U4N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모든 VX 3000 시리즈 모델
은 계산량이 많은 워크로드(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VDI)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체 플래시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공됩
니다.

VX 3000 시리즈 사양 - AMD

모델 VX3330 VX3530-G VX3720

목표
대상

계산량이 많은 고성능 가상화 및 VDI

폼
팩터

1U 2U 2U 4N

프로
세서

최대 2개의 3세대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최대 270W)

최대 2개의 3세대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최대 270W)

최대 2개의 Intel® Xeon® 1세대 플래
티넘 프로세서(최대 165W)

메모
리

128GB DIMM 32개(3200MHz에서) 128GB DIMM 32개(3200MHz에서) 16개 슬롯, 2933Mhz TruDDR4

GPU 없음 DW GPU 3개(개당 최대 300W)
SW GPU 8개(개당 최대 75W)
SW GPU 6개(개당 최대 150W)

없음

드라
이브
베이

2.5" SAS/SATA 12개
2.5" NVMe 12개

2.5"(HS) 24개 2.5인치 SAS/SATA 4개
2.5인치 AnyBay HS 2개

캐시
드라
이브
옵션

1개 또는 2개의 400GB, 800GB, 1600GB 1개 또는 2개의 400GB, 800GB, 1600GB 하이브리드: 최대 12TB(2.4TB HDD
5개).
전체 플래시: 최대 38.4TB(7.68TB
SSD 5개)

디스
크
그룹
수

1개 또는 4개 최대 5개 1개 또는 2개

소프
트웨
어
사전
로드
됨

VMware ESXi, vSAN

시스
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
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HCI Kit Advanced, HCI Kit Enterprise;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3년
또는 5년 지원 구독

보증
지원

3년 고객 교체 유닛(CRU)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비스 업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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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3000 시리즈 사양 - AMD
최신 AMD EPYC 프로세서가 탑재된 ThinkAgile VX 3000 시리즈 모델은 GPU가 포함된 1U 또는 2U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모든 VX 3000 시리즈 모델은 계산량이 많은 워크로드(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VDI)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체 플래시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공됩니다.

VX 5000 및 VX 7000 시리즈 사양 - Intel

모델 VX3375-G VX3575-G

목표 대상 계산량이 많은 고성능 가상화 및 VDI

폼 팩터 1U 2U

프로세서 64코어 AMD EPYC™ 7003 시리즈 프로세서 2개
메모리 최대 256GB의 DIMM(3200MHz에서) 32개 128GB DIMM 32개(3200MHz에서)

GPU 최대 3개의 NVIDIA GPU 최대 8개의 NVIDIA GPU

드라이브 베이 2.5" SAS/SATA 12개 2.5" SAS/SATA 24개
캐시 드라이브 옵션 800GB 5개 – 7.68TB SSD 800GB 5개 – 7.68TB SSD

디스크 그룹 수 최대 5개
스토리지 옵션 HDD: 최대 8TB 14개

SSD: 최대 8TB 14개
소프트웨어 사전 로드됨 VMware ESXi, vSAN

시스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HCI Kit Advanced, HCI Kit Enterprise;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3년 또는 5년 지원 구독

보증 지원 3년 고객 교체 유닛(CRU)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비스 업
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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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5000 및 VX 7000 시리즈 사양 - Intel
2U Lenovo VX 5000 시리즈 모델은 저장량이 많은 워크로드(빅데이터/분석, 이메일 등)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고용량 모델
을 제공합니다. 2U Lenovo VX 7000 시리즈 모델은 고성능 워크로드(예: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I/O
집약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VX 5000 및 VX 7000 시리즈 사양 - AMD

모델 VX5530 VX7330-N VX7530 VX7820

목표 대상 빅데이터/분석, 이메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대용량 스토리지 요
건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및
협업 등의 고성능 워크로
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고
성능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고
성능 스토리지

폼 팩터 2U 1U 2U 4U

프로세서 최대 2개의 3세대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최대 270W) 4개의 Intel® Xeon® 골드
또는 플래티넘 2세대 프
로세서.

메모리 128GB DIMM 32개(3200MHz에서) 48개 DIMM, 2933MHz
에서 최대 12TB의
TruDDR4 메모리

드라이브 베이 3.5”(HS) 16개 2.5" NVMe 12개 2.5" SAS/SATA 40개
2.5" NVMe 32개

최대 24개의 SFF 핫스왑
드라이브 베이

디스크 그룹 수 1개 또는 5개 1개 또는 4개 1개 또는 5개 2개~최대 5개
소프트웨어 사전 로드됨 VMware ESXi, vSAN

시스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
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3
년 또는 5년 지원 구독

보증 지원 3년 고객 교체 유닛(CRU)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비스 업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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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5000 및 VX 7000 시리즈 사양 - AMD
최신 AMD EPYC™ 프로세서가 탑재된 2U Lenovo VX 5000 시리즈 모델은 저장량이 많은 워크로드(빅데이터/분석, 이메일
등)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고용량 모델을 제공합니다. 2U Lenovo VX 7000 시리즈 모델은 고성능 워크로드(예: 인메모리 데
이터베이스)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I/O 집약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델 VX5575 통합 시스템 VX7375 통합 시스템 VX7576 노드 VX7575 통합 시스템
목표 대상 빅데이터/분석, 이메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대용량 스토리지 요
건

고성능 워크로드 및 대용
량 스토리지 요건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및
협업 등의 고성능 워크로
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고
성능 스토리지

폼 팩터 2U 1U 2U 2U

프로세서 1개 또는 2개의 64코어 AMD EPYC™ 7003 시리즈 프로세서
메모리 128GB DIMM 32개(3200MHz에서)

GPU 없음 3개 최대 8개의 NVIDIA
GPU

없음

드라이브 베이 3.5" SAS/SATA 16개 2.5" NVMe 12개 2.5" SAS/SATA 36개
3.5" SAS/SATA 16개
2.5" NVMe 32개

2.5" SAS/SATA 36개
2.5" NVMe 32개

디스크 그룹 수 최대 5개 최대 5개 최대 5개 최대 5개
캐시 800GB – 7.68TB SSD 1.6TB – 7.68TB SSD  800GB – 7.68TB SSD

스토리지 옵션 HDD: 최대 8TB 16개
SSD: 16개(최대
7.68TB), 총 36개의 드라
이브

NVMe: 800GB, 1.6TB,
3.2TB, 3.8TB. 7.6TB

 HDD: 1.2, 1.8, 2.4TB
SSD: 7.68TB

소프트웨어 사전 로드됨 VMware ESXi, vSAN

시스템 관리 VMware vCenter 및 VMware vSphere용 Lenovo XClarity Integrator가 포함된 단일 창. 검색, 모니터
링, 펌웨어 업데이트, 구성 및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통합 관리 제공

라이선스 옵션 VMware vSphere Standard, Enterprise 또는 Enterprise Plus(운영 관리 포함); VMware vSAN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VMware Cloud Foundation Standard, Enterprise, Advanced; 3
년 또는 5년 지원 구독

보증 지원 3년 고객 교체 유닛(CRU) 및 현장 서비스, 다음 영업일 응답(주 5일 9시간 근무), 서비스 업그레이드 옵션
지원 Lenovo ThinkAgil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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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Xeon®은 Intel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입니
다. 문서 정보 DS0023, 출간일: November 10, 2022. 최신 버전은 lenovopress.lenovo.com/ds0023로 이동하십시오.

Lenovo 소개
Lenovo(HKSE: 992)(ADR: LNVGY)는 미화 700억 달러
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술 강자로서 Fortune Global
500에서 159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75,000명의 직
원을 고용하고 180개 시장에서 매일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더 스마트한 기술
을 제공한다는 대담한 비전에 초점을 맞춘 Lenovo는 인프
라, 모바일, 솔루션 및 서비스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확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Lenovo ThinkAgile VX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Lenovo 대리점 또는 비즈니스 협력사에 문의
하시거나 lenovo.com/thinkagile을 방문하십시오

스토리지가 필요하십
니까?

Lenovo 스토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lenovo.com/systems/storage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Lenovo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기

lenovo.com/systems/services

* 성능 및 가치로 업계를 계속 주도하는 Lenovo 서버
를 방문하십시오. ✝ ITIC 글로벌 신뢰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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