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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을 위한 현명한 투자
신뢰할 수 있는 Dell EMC PowerEdge T40 서버와 Dell EMC 지원 팀이 소규모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간소화해 줍니다.

• 소규모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품질 서버 제공.

• 1년 표준 익일(영업일 기준) 지원 하드웨어 보증 또는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한 표준 보증과 같이 믿을 수 있는 Dell 
EMC 지원 서비스 보장.

• 데이터 및 데이터 액세스를 온사이트에서 제어.

• 알 수 없는 퍼블릭 클라우드 처리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을 방지하여 지출 관리.

• 신뢰할 수 있는 Dell EMC 공급망 활용.

기본적인 기능으로 소규모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Dell EMC PowerEdge T40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므로, 고객은 중요한 비즈니스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T40은 관리도 간편하므로, 담당자가 우선 순위가 높은 다른 업무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인텔® 제온® E-2224G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25% 빨라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빨라진 CPU 속도, 27% 향상된 터보  
속도 등 개선된 성능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1

• 50% 증가한 온사이트 데이터 스토리지로 팀원 및 고객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2

• 23% 작아진 사이즈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3

• 온사이트에서 파일을 간편하게 통합,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PowerEdge T40은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엔트리 레벨 서버입니다.

PowerEdge T40
• 25% 빨라진 데이터 전송 속도와 빨라진 

CPU 속도, 27% 향상된 터보 속도로 성능 
개선 

• 데이터 스토리지 50% 증가

• 23% 작아진 사이즈로 손쉽게 설치 가능

PowerEdge T40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서버

1 T40과 이전 모델의 최대 메모리 속도(MT/s), CPU 컴퓨팅 속도, 터보 CPU 컴퓨팅 속도를 비교한 Dell EMC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4월.
2 T40과 이전 세대의 최대 스토리지 공간을 비교한 Dell EMC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4월.
3 T40과 이전 세대의 크기(L)를 비교한 Dell EMC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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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Edge T40

특징 기술 사양

프로세서 인텔® 제온® E-2224G 최대 1개, 프로세서당 최대 4개 코어

메모리 4 x DDR4 DIMM 슬롯, UDIMM, 최대 2666MT/s, 최대 64GB
ECC DDR4 DIMM 지원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RAID: 인텔® RSTe 4.7

드라이브 베이 최대 3 x 3.5" SATA(HDD), 최대 12TB*

전원 공급 장치 300W Bronze

크기 두께: 335.0mm(13.2") 
가로: 176.53mm(7.0")
세로: 359.50mm(14.2")
무게: 8.0kg(17.6lbs)

폼 팩터 미니 타워

내장형 관리 인텔 액티브 관리 기술 12.0

보안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된 펌웨어 
인텔® SGX(Software Guard Extensions)
보안 부팅 
TPM 2.0

I/O 및 포트 네트워크 옵션: 1 x 1GbE
앞면 포트: 2 x USB 3.0, 2 x USB 3.1
뒷면 포트: 2 x PS2, 2 x 디스플레이 포트, 1 x 직렬, 1 x 오디오, 2 x USB 2.0, 4 x USB 3.1 

PCIe:
1 x Gen3 슬롯(x16)
2 x Gen3 슬롯(x4)
1 x PCI

지원되는 운영 체제 Canonical® Ubuntu® Server LTS
Hyper-V를 지원하는 Microsoft® Windows Server® LTSC
사양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com/OS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OEM-Ready 버전 제공 베젤부터 BIOS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귀사에서 설계하고 구축한 듯한 디자인으로 서버를 설계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OEM을 참조하십시오

권장 서비스 
중요 시스템을 위한 ProSupport Plus 또는 PowerEdge 솔루션의 포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하는 ProSupport. 컨설팅 및 배포 오퍼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영업 대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Dell EMC Services의 조건과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ServiceDescriptions를 참조하십시오.

포괄적인 기술 솔루션 
더욱 탁월한 IT 및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IT 복잡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믿을 수 있는 Dell의 포괄적인 솔루션을 이용하면 
성능과 가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이 입증된 Dell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과 서비스는 
어떤 규모에서든 혁신을 실현합니다.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고객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Dell Financial Services™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 Dell.com/PowerEdge

*관련 캐리어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결합한 추가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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