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우위를 잃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Nano는 단 65W에서 작동하며, 연간 전력 

소비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3. 이는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첨단 교육과 진화하는 강의실

교육 분야의
나노 레볼루션에
동참하십시오

인텔® 코어™ i7 vPro™ 프로세서

ThinkCentre M90n Nano는 세계 최소형 
기업용 PC2로서 모든 산업 부문에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블랙(black)과 레드(red)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린(green)입니다.

최근 IDC가 발행한 교육 분야 10대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1 이는 학생들이 상당한 프로세서를 소모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대용량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를 실행하는 강력한 컴퓨팅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의실과 학습 공간이 축소되고 진화하면서 사람과 장비를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밀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깨끗하고 가로막는 것이 없는 데스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항상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강의실을 이동하거나, 집에서 학교나 대학을 오갈 때 휴대할 수 있도록 가벼운 

컴퓨팅 디바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최신 데이터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 기관의 교육자들은 강의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을 위한 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레노버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여타 모든 기업용 PC보다 적은 설치 

공간에서 탁월한 응답성, 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 하도록 

ThinkCentre M90n Nano를 설계했습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연한 

연결을 지원하며 신뢰성을 기본 내장한 Nano는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치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성능이 중요한 경우,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강력한 시스템은 최고 8세대 인텔® 코어™ vPro™ i7 

프로세서 및 SSD 저장장치와 Windows 10 Pro를 탑재해 모든 

사용자들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hinkCentre M90n Nano는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에게 최적의 

학습에 필요한 설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iny-in-One 에코 시스템, VESA 마운트 및 DIN 레일과 함께 

사용되는 Nano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 적합하며 다수의 포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강사들은 프레젠테이션, 협업 및 행정 업무에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제약될 필요가 없습니다. Nano는 

교사들이 디지털 강의실을 만들고 극히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학생들을 세계 각지의 현장 체험에서부터 인터랙티브 그룹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ThinkCentre M90n Nano는 대용량 파일을 지연없이 즉시 처리하고 

16GB DDR4 메모리를 통해 원활하게 멀티태스킹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ano는 작고 집에서 작업하기 위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은 방과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hinkCentre Tiny의 1/3 크기에 불과하며 Tiny-in-One 에코 
시스템과 호환되는 Nano는 모니터 뒷쪽에 보이지 않게 둘 수 있으며 

VESA 마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USB 

Type-C 포트를 통해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들은 데스크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생산성 및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노버는 Nano와 함께 교육 분야를 위해 설계되고 필요한 수준의 신뢰성, 

유연성 및 보안을 지원하는 다양한 ThinkCentre 데스크탑 PC를 제공 
합니다.

1  https://uk.idc.com/research-uk/technology-education?utm_source=bing&utm_medium=cpc&utm_campaign=CD%20-%20IDC%20-%20Trends%20-%20Edu&utm_
term=%2Beducation%20%2Bit%20%2Btrends&utm_content=CD%20-%20Trends%20-%20Edu%20-%20IT

2 2019년 4월 레노버가 전세계적으로 연간 1백만 대 이상을 판매한 주요 PC 제조업체들에 의해 판매된 기업용 데스크탑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3 레노버 내부 테스트 자료 vs. ThinkCentre Tiny.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는 데스크탑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최적의 기술

세계 최소형 기업용 데스크탑 PC를 
만나 보시겠습니까? 2 

ThinkCentre M90n Nano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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