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90n Nano

초소형의 강력한 멀티 ThinkCentre M90n Nano는
데스크탑 표준을 궁극적인 편리함에 맞춰 한 차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최신 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SSD 저장장치를 지원하는 Nano는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0.35L Nano는 

ThinkCentre Tiny보다 65% 더 작으며, 모든 업무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ny-in-One (TIO),

USB Type-C 도크 및 모니터와 호환되는 Nano로
더욱 극대화된 업무 생산성을 누려보세요.

실용적인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의
이상적 조화



ITDM를 위한 이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 ThinkCentre Nano는 멀티태스킹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최고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16GB DDR4 메모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 Nano의 0.35L 컴팩트 폼 팩터로 업무 환경 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Cube를 통해 TIO와 호환되기 때문에 Nano는 모니터 뒤쪽에 쉽게 설치하여 책상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연결 기능 : 앞면과 뒷면에 완벽한 기능의 USB Type-C 및 USB 3.1 2세대 포트가 있는 Nano
는 멀티 디스플레이, 도크 및 기타 하드웨어 옵션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애드 온을 
지원합니다.

탁월한 적응성 : 호환 액세서리를 이용해 Nano를 벽에, 책상 아래에, 모니터 뒷쪽에 원하는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USB Type-C 모니터를 통해 단일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여 때문에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M90n Nano

내구성
ThinkCentre Nano는 MIL-810G SPEC 테스트를 거쳤으며 충격, 낙하, 먼지 및 습도 등을 
포함한 10가지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안
HW TPM 2.0 칩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민감한 업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Kensington™ 
락 슬롯을 이용해 고정된 물체에 장치를 물리적으로 고정시켜 각종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용 용이성
Nano는 스마트폰처럼 대기 모드에서 이메일, VoIP 통화, IM을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인 
Modern Standby를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순식간에 모든 기능을 재시작합니다.



액세서리 옵션

THINKCENTRE NANO 
DIN 레일 마운트    
견고하게 설계된 컴팩트한 이 마운트는 Nano를 랙 보관 
캐비닛에 부착하거나, 다른 DIN 레일 장비를 이용해 
프레임에 안전하게 고정해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THINKCENTRE NANO 
VESA 마운트
VESA 표준 마운트는 모든 VESA 호환 장치에 부착됩니다. 
이 다목적 장치는 별도로 사용하거나 안전한 마운팅 기능을 
위해 다른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NKCENTRE NANO 
모니터 클램프
이 클램프를 이용해 Nano의 배치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Nano 장치를 모니터에 설치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HINKVISION T25d-10
T25d 디스플레이에 연결함으로써 Nano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63.5cm(25형)
NearEdgeless In-Plane Switching 화면으로 모든 각도에서 매끄럽고 깜박거림 없는 
비주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목적 HDMI, DP 및 VGA 포트를 통해 선호하는 업무 필수 
요소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THINKCENTRE NANO 
TIO 모듈 브래킷
Nano 모듈 브래킷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뒤쪽에 Nano를
부착해 자신만의 모듈형 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마운팅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안전한 마운팅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디스플레이나 PC를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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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프로세서   
8세대 인텔® 코어™ i3 / i5 프로세서 
8세대 인텔® 코어™ vPro™ i5 / i7 프로세서 
 
운영 체제   
Windows 10 Pro (64 bit) 
Windows 10 Home (64 bit) 
Windows 10 IoT LTSC (Spb)    
 
메모리   
최대 16GB DDR4 
 
저장장치 
최대 2 x 512GB PCIe SSD 
 
PSU  
65W 88% 어댑터 
 

연결 
 
전면 I/O 포트  
2 x USB 3.1 2세대 
1 x USB Type-C (USB 3.1 2세대)    
1 x audio combo  
 
후면 I/O 포트  
2 x USB 3.1 Gen2 
1 x USB Type-C (USB 3.1 2세대) (power-in, 디스플레이)  
1 x DisplayPort 1.2 
1 x RJ45 LAN 
1 x DC-in 
 
확장 슬롯  
2 x M.2 SSD  
1 x M.2 WiFi/BT 

주변 장치의 처리 성능, 파일 속성, 기타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환경과 관련한 요소 등에 따라 이 장치의 다양한 USB 커넥터를 사용한 실제 전송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USB 규격에서 규정한 데이터 속도보다 느립니다. 
- USB 3.1 Gen1의 경우 5 Gbit/s; USB 3.1 Gen2의 경우 10 Gbit/s & USB 3.2의 경우 20 Gbit/s.

디자인   
크기 (W x D x H) 
179 x 88 x 22mm 
 
무게   
505g 
 
주변 기기 
TIO Cube (TIO 호환) 
VESA 월 마운트 
모니터 클램프
 

보안   
 
HW TPM 2.0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
스마트 USB 보호
Kensington™ 락 슬롯
 

신뢰성  
MIL-SPEC 810H 
Yes
 

관리 용이성  
스마트 전원 작동 
Yes  
 
멀티 모니터  
Yes, 2개 독립 디스플레이
 
Modern Standby  
Yes  
 
인증  
Energy Star® 
EPEAT™ 
TÜV Low Noise 
RoHS 
Ubuntu® Certified* 
Redhat® Certified*

권장 서비스  
 
레노버는 사용자의 ThinkCentre 투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IT에 대해 걱정 없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Premier Support  
숙련된 전문 레노버 기술진의 종합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레노버 내부의 서비스 연락창구를 일원화해 각 고객의 사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Accidental Damage Protection 
예기치 못한 수리 비용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액체 유입, 
낙하 또는 통합 스크린에 대한 손상 등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발생한 비보증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증 연장(기본 1년, 최대 총 3년)  
고정 기간동안 고정 비용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PC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귀중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