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스마트한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용 제품 카탈로그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레노버는 비즈니스용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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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이유
레노버가 차별성을 갖는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브랜드

모든 카테고리에서
입증된 최고의 전문성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비즈니스 성장을
이끄는 기술

유연한 지원
네트워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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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RYZEN™ PRO
PROCESSORS  
The AMD RyzenTM PRO 프로세서 제품군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에 적합합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
AMD Ryzen™ PRO 프로세서

• 최초로 1 GHz 장벽 돌파
• 최초로 64비트 x86 프로세서 표준 개발
• 최초의 네이티브 듀얼 코어 및 쿼드 코어 x86 프로세서
• 최초의 x86 쿼드 코어 SoC

• 최초의 64비트 ARM® 기반 SoC
• 최초로 동일한 칩에 연산 및 그래픽 프로세싱 탑재  
 • 최초의 16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

Windows 10 Pro 와 AMD RyzenTM   프로세서는 훨씬 더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AMD Ryzen™ PRO 프로세서는 모바일 및 데스크탑 시스템용 Radeon Vega 
Graphics와 함께 단일 패키지로 강력한 연산 및 프리미엄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세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응답 속도의 컴퓨팅 경험과 비디오 
컨퍼런싱, 콘텐츠 제작 및 협업 툴을 위해 매끄럽고 선명한 비주얼 경험 모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AMD Ryzen™ PRO 데스크탑 프로세서는 데이터 처리, 분석 및 일상 작업을 모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컴퓨팅 성능과 응답 속도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AMD Ryzen™ PRO 프로세서 제품군은 모든 프로세서 모델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능과 함께 최첨단 보안 기능, 관리 기능 및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및 빠른
 응답 속도

 
Windows 10 Pro 및 AMD 
Ryzen™ PRO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신 디바이스에서

 원활한 업무 및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유연한 관리

 
Windows 10 Pro 및 AMD

 Ryzen™ PRO를 탑재한
 최신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

하면,보다 간편하게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업용 PC에
걸맞는 배터리 수명

  Windows 10 Pro와  AMD 
Ryzen™ PRO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타일리시한
 디바이스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 

Windows 10 Pro와
 AMD Ryzen™ PRO가 탑재된

 기업용 디바이스들은
 데이터와 하드웨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분실
하거나 도난 당한 디바이스에
 있는 업무 정보와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전에 출시된 PC보다
 최고 2배 더 빠른 성능2

인텔보다 최고 
10% 더 빠른 성능3

경쟁 우위의 성능

최대 2배 

2

최대 10% 

보안 기능 내장

풀 메모리 암호화를 표준 보안 기능으로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프로세서 제품군1  

WINDOWS 10 보안 지원 보안에 중점을 둔 설계

콜드 부트 공격 (COLD BOOT ATTACK) 차단 지원

전문가 수준의 기능

최신 디바이스

모던한 디자인
AMD RYZENTM 7 PRO 3700U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노버 THINKPAD T495S

 

1

업무 시간 내내 지속되는 배터리 

최고

16 시간
배터리 수명4

3 4

1 일반적인 기업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의 경우, AMD 트랜스페런트 보안 메모리 암호화(AMD Transparent Secure Memory Encryption) 기능이 AMD PRO 프로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P-3

2 2019년 1월 10일 현재 AMD 퍼포먼스 랩(AMD Performance Labs)에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Cinebench 1T를 이용해 CPU 싱글 스레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성능은 A12-9800B (100%)와 Ryzen™ 7 PRO 3700U의 비교에서 152.0475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Ryzen™ 7 PRO 2700U은 140.1425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A12-9800B는 84.75의 점수를 기록해 각각 152.0475/84.75=1.79와 140.1425/84.75=1.65의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Cinebench nT를 이용해 CPU 멀티 스레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성능은 A12-9800B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688.4775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Ryzen™ 7 PRO 2700U는 634.345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A12-9800B는 240의 점수를 기록해 각각 688.4775/240=2.87과 634.345/240=2.64의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PCMark 10이 시스템 측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능은 A12-9800B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4075.5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Ryzen™ 7 PRO 2700U는 3494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A12-9800B는 2547.33의 점수를
기록해 각각 4075.5/2547.33=1.60과 3494/2547.33=1.37의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3DMark 11 Performance를 이용해 그래픽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성능은 A12-9800B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4432.25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Ryzen™ 7 PRO 2700U는 4125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A12-9800B는 1947의 점수를 기록해 각각 4432.25/1947=2.28과 4125/1947=2.12의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구성 : AMD Ryzen™ 7 PRO 3700U, 2x4GB DDR4, Radeon™ Vega 10
Graphics (driver 25.20.14102.16), Samsung 850 Pro SSD, Windows® 10 Pro x64 AMD Ryzen™ 7 PRO 2700U, 2x4GB DDR4, Radeon™ Vega 10 Graphics (driver 25.20.14102.16), Samsung 850 Pro SSD,
Windows® 10 Pro x64 AMD PRO A12-9800B, 2x4GB DDR4, Radeon™ R7 Graphics (driver 22.19.662.4), Samsung 850 Pro SSD, Windows® 10 Pro x64 PCMark 및 3DMark는 Futuremark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PC 제조 업체들마다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동일한 설정으로 3회 실행해 산출한 평균 값입니다. 최신 드라이버에서 실행 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P-7

3 2019년 1월 10일 현재 AMD 퍼포먼스 랩(AMD Performance Labs)에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Cinebench nT를 이용해 CPU 머리 스레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성능은 i7-8650U (100%)와 RyzenTM 7 PRO 3700U 비교에서 671.79를 기록한 반면,
i7-8650U는 611.58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671.79/611.58=1.10 또는 10% 더 빠르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PCMark® 10이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능은 i7-8650U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4,070.50을 
기록한 반면, i7-8650U는 4,167.50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4,070.50/4,167.50=0.98 또는 2% 더 느리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3DMark® 11 P이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능은 i7-8650U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4,420.00을 기록한 반면, i7-8650U는 2,094.50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4,420.00/2,094.50=2.11 또는 111% 더 빠르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PCMark® 10 Content Creation Subtest이 콘텐츠 제작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능은 i7-8650U (100%)와 Ryzen 7 PRO 3700U 비교에서 3,625.00을 기록한 반면, i7-8650U는 3,162.00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3,625.00/3,162.00=1.15 또는 15% 더 빠르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구성: AMD Ryzen™ 7 PRO 3700U, 
Thinkpad T495s, 2x4GB DDR4, Radeon™ Vega 10 Graphics, Driver 25.20.14122.4005, Samsung 850 Pro 500GB SSD, Windows® 10 Pro x64 | Intel i7-8650U, Dell Latitude 7490, 2x4GB DDR4, 
Intel® UHD Graphics 620, Driver 22.20.16.4799, Samsung 850 Pro 500GB SSD, Windows® 10 Pro x64 | PCMark 및 3DMark는 Futuremark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Adobe, Adobe 로고, Photoshop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PC 제조 업체들마다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동일한 설정으로 3회 실행해 산출한 평균 값입니다. 최신 드라이버에서 실행 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P-13 

4 2019년 6월 현재. 배터리 수명 예상치는 오직 정보 용도로만 제공되며, AMD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OEM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lenovo.com/ca/en/laptops/thinkpad/thinkpad-t-series/
T495/p/22TP2TTT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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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우위의
성능

•3개의 AMD PRO 프로세서 제품군은 얼마나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비즈니스 사용자들이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 최고 8개 CPU 코어 및 16개 스레드로
  사용자들은 손쉽게 멀티 태스킹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및 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최신 비디오 컨퍼런싱, 협업 및 프레젠테이션 
   툴을 실행할 때 매끄럽고 선명한 컴퓨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AMD Radeon™ Graphics으로
   매우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합니다.

  
  

   
 
  
 

보안 기능
내장

  
 
   

  

  

 

  

  

   

  

 

 

  

   
 

전문가 수준의 
기능

 

 

   
 

  

 

  

   

 

 
   

   

  

  

 

새로운 AMD RYZEN™ PRO 프로세서가
최신 기업용 노트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AMD 시스템은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최대

(AMD Ryzen™ PRO vs. AMD
 A-시리즈 프로세서) 

Perf/Watt 향상1

320%

최대

AMD Ryzen(TM) PRO vs. AMD
A-시리즈 노트북의 키보드 온도

또는 3DMark® 112 테스트에서
최고 14.5°C 낮은 온도로 기록
  

26°F
낮은 온도

문자 그대로

(AMD Ryzen™ 5 PRO 2500U vs.
 i5-8350U 노트북의 노트북 표면 온도)

3D Mark 11 워크로드에서 경쟁사와
비슷한 표면 온도 기록3

시원한 수준

최대

(AMD Ryzen™ PRO vs. AMD 
A- 시리즈 프로세서)

39% 
더 오래가는
2세대 Ryzen™ PRO Mobile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4

최대

(AMD Ryzen™ 7 PRO 3700U
프로세서, 50Wh 배터리)

Lenovo ThinkPad T495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5

14.9시간
최대

(AMD Ryzen™ 7 PRO 3700U
프로세서, 57Wh 배터리)

Lenovo ThinkPad T495s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6

16.4시간

더 조용한 작동

AMD 기반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업무 시간 내내 지속됩니다

조용하게 작동하는 AMD 시스템

도서관보다 조용하게
UL은 능동 부하로 테스트를 실행했으며 Ryzen™
프로세서 기반 노트북은 공공 도서관보다 조용하게
작동했습니다.

 

즉시

글로벌 공급망 활용

구입 가능
AMD Ryzen™ PRO 프로세서를 탑재한 기업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 시스템은 전 세계 각지의 여러 제조사를 통해
즉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MD PRO는 보안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AMD RyzeAMD Ryzen™ PRO
프로세서는 AMD GuardMI 기술을 
실행하는 내장형 보안 코-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MD는 보안 취약점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멜트다운 (Meltdown)

취약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AMD는 AMD
프로세서가 하드웨어 페이징 아키텍처 
보호를 통해 최근 발생한 포어섀도우
(Foreshadow)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https://www.amd.com/en/corporate/
product-security

AMD Memory Guard는 시스템의 모든
RAM을 실시간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함으로써 RAM에 대한 공격
(콜드 부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 내장

새로운

위협
AMD Memory

Guard

7

• 풀 메모리 암호화를 표준 보안 기능으로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프로세서 제품군으로 1AMD Memory 

Guard는 메모리를 암호화해 물리적 공격자가
메모리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읽지 못하도록 
막고 콜드 부트 공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MD GuardMI 기술은 전용 온칩 보안 
  코-프로세서와 함께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꺼지는 순간까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
  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PC를 보호한다는 단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업계 표준 AMD Secure 부트는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BIOS를 보호함으로써 위협이 침투하기
  전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 업계 선도적인 기술 업체들이 후원하는 
  DMTF의 개방형 표준인 DASH 관리 기능은, 

  AMD의 모든 PRO 프로세서에서 지원됩니다.

• PC 브랜드 및 모델 전반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 AMD 및 인텔 혼합 환경에 대한 제한 없이 
손쉽게 원활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AMD의 컴퓨팅 및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의료 기기 및 조종석 계기
 시스템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상시 가동
 컴퓨팅 설비에 이르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017년 2월 21일 현재 AMD 퍼포먼스 랩(AMD Performance Labs)에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PC 제조 업체들마다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은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 8300: AMD 레퍼런스 마더보드, 
8GB 듀얼 채널 DDR3-1600, AMD Radeon™ R9 290X GPU, Radeon™ Software 16.101.0.0, Windows 10 x64 (build 10586) A12-9800: AMD 레퍼런스 마더보드, 8GB 듀얼 채널 DDR4-2400, AMD Radeon™ R7 시리즈 그래픽, Radeon™ Software
16.101.0.0, Windows 10 x 64 (build 10586) Ryzen™ 7 1700: AMD 레퍼런스 마더보드, 8GB 듀얼 채널 DDR4-2400, NVIDIA GeForce GTX 1070 6GB, GPU driver 21.21.13.7633, Windows 10 x64 (build 10586). Cinebench R15 nT 점수를 AMD 
Ryzen™ 7 1700, AMD FX™ 8300 및 AMD A12-9800 프로세서의 TDP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 Perf/W. Perf/W = Cinebench R15 nT scores/TDP: FX 8300 = 522/95W = 5.49; A12-9800 = 331/65W = 5.09; Ryzen 7 1700 = 1410/65W = 21.69. 
상대 전력 효율성 : 21.69/5.49 = 3.95x 또는 295% 이상 및 21.69/5.09 = 4.26x 또는 326% 이상의 perf/W. RVM-15

2. 2018년 9월 20일 및 2016년 2월 현재 AMD 퍼포먼스 랩(AMD Performance Labs)에서 3DMark 11을 이용해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섭씨 온도 기준 및 100% 배터리 조건으로 최소 2시간 동안, 주변 온도 21C에서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AC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Ryzen™ 5 PRO 2500U의 키보드에서 측정한 온도는 idle 상태에서 25.3C 및 3DMark11 실행 시 32.6C이며, AMD PRO A12-8800B의 키보드 온도는 idle 상태에서 32.9C 및 3DMark11 실행 시 47.1로서, idle 상태에서 최고 7.6C (13.68F)
낮고 3DMark11 실행 시 최고 14.5C (26F)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구성: Ryzen™ 5 PRO 2500U – HP Elitebook 745 @ 15W, AMD Ryzen™ 5 PRO 2500U 프로세서와 Radeon™ Vega 10 그래픽, 8GB DDR4-2400 RAM, Samsung 850
EVO 512GB SSD, Windows 10 PRO, Microsoft Windows 10 Professional (x64) Build 17134 그래픽 드라이버 23.20.841.1792, 2018년 6월 26일 AMD PRO A12-8800B – HP Elitebook 745G3 @15W, AMD PRO A12-8800B와 AMD Radeon R7
시리즈, 8GB DDR3-1600 RAM, 228GB SSD, Windows 10 PRO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Build 10240, 그래픽 드라이버 OpenCL 1.2 AMD-APP (1800.8). 최신 드라이버에서 실행 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PM-57

3. 2018년 9월 20일 및 2016년 2월 26일 현재 AMD 퍼포먼스 랩(AMD Performance Labs)에서 3DMark 11을 이용해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섭씨 온도 기준 및 100% 배터리 조건으로 최소 2시간 동안, 주변 온도 21C에서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AC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i5-8350U와 비교해 Ryzen™ 5 PRO 2500U의 측정 온도 : 상단 좌측 : +1.5키 "F9" : -0.6 왼쪽 손바닥 : -0.2 오른쪽 손바닥 : 0.0 바닥 커버 좌측 : -0.9바닥 커버 우측 : -0.3Ryzen™ 5 PRO 2500U의 측정 온도 : 상단 좌측 : 36.3K 키 "F9" : 32.6
왼쪽 손바닥 ; 27.4 오른쪽 손바닥 : 26.5 바닥 커버 좌측 : 33.7 바닥 커버 우측 ; 33.9 Intel i5-8350U 측정 온도 : 상단 좌측 : 34.8키 "F9" : 33.2왼쪽 손바닥 : 27.2 오른쪽 손바닥 : 26.5 바닥 커버 좌측 : 32.8바닥 커버 우측 : 34.2 시스템 구성: Ryzen™ 5 PRO 
2500U – HP Elitebook 745 @ 15W, AMD Ryzen™ 5 PRO 2500U 프로세서와 Radeon™ Vega 10 graphics, 8GB DDR4-2400 RAM, Samsung 850 EVO 512GB SSD, Windows 10 PRO, Microsoft Windows 10 Professional (x64) Build 17134
graphics driver 23.20.841.1792, 2018년 6월 26일. 최신 드라이버에서 실행 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PM-56

4 2019년 6월 현재. 배터리 수명 예상치는 오직 정보 용도로만 제공되며, AMD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OEM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시스템 구성 : Lenovo ThinkPad T495, 2세대 Ryzen™ 7 PRO 3700U 프로세서, 35.6cm(14형) 
디스플레이, 50Wh 배터리로 최고 14.9시간의 배터리 수명. https://www.lenovo.com/ca/en/laptops/thinkpad/thinkpad-t-series/T495/p/22TP2TTT495 | Lenovo ThinkPad A485, 1세대 Ryzen™ 7 PRO 2700U 프로세서, 35.6cm(14형) 
디스플레이, 48Wh 배터리로 최고 10.7시간의 배터리 수명. https://www.lenovo.com/ca/en/laptops/thinkpad/thinkpad-a-series/ThinkPad-A485/p/22TP2TAA485 | 14.9 / 10.7 = 1.39 또는 39% 더 긴 수명.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15

5. 배터리 수명 예상치는 오직 정보 용도로만 제공되며, AMD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OEM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lenovo.com/ca/en/laptops/thinkpad/thinkpad-t-series/T495/p/22TP2TTT495

6. 배터리 수명 예상치는 오직 정보 용도로만 제공되며, AMD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OEM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lenovo.com/ca/en/laptops/thinkpad/thinkpad-t-series/T495s/p/22TP2TT49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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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된 디바이스

얇고 가벼운 ThinkPad® T495로 이동 중에도
생산성을 유지하십시오.  AMD Ryzen™ PRO 모바일

 프로세서, 통합 AMD Radeon™ Vega 그래픽,
다양한 오디오 및 디스플레이 기능을 결합한

T495는 오늘날 멀티태스킹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능 철저한 보안

액세서리 옵션

ThinkVision M14 USB-C
포터블 모니터 ThinkVision T24m

몰입되는 오디오
비주얼 경험

FHD

 성능  

프로세서
2세대 AMD Ryzen™ PRO 모바일 프로세서
Ryzen™ 3 PRO 3300U
Ryzen™ 5 PRO 3500U
Ryzen™ 7 PRO 3700U
 

 

메모리
최대 32GB DDR4, 2400MHz
(최대 16GB DIMM 및 최대 16GB soldered)

저장장치
최대  1TB PCIe SSD 및 256GB SATA SSD

그래픽
통합 AMD Radeon™ Vega 6, Vega 8 및 Vega 10 그래픽 

카메라
720p HD + 하이브리드 IR 카메라, ThinkShutter 포함

배터리
최대 13.4 시간1, 50Whr 배터리

전원 어댑터
최대 65W Type-C 65W (고속 충전 지원)

운영 체제
최대 Windows® 10 Pro (64비트)

오디오
Dolby® Audio™ 프리미엄
듀얼 어레이 원거리 음장 마이크로폰

 연결  

I / O 포트
1 x USB 3.1  1세대 (Always On)
1 x USB 3.1  2세대
2 x USB Type-C 2세대 
(Power Delivery 및 DisplayPort 기능 포함)
1 x HDMI 2.0 
1 x RJ45
1 x MicroSD 카드 리더기
1 x 오디오 잭
1 x 스마트 카드 리더기2

WiFi
인텔® 무선-AC 9260, Wi-Fi 2x2 802.11ac +
블루투스® 5.0

WWAN
Fibocom L850-GL

도킹
측면 기계식 도크

 보안  
 
매치 온 칩(Match on Chip) 터치 지문 리더기
IR camera2 와 Windows Hello
dTPM 2.0 chip
ThinkShutter 카메라 커버
ThinkPad PrivacyGuard2
ThinkPad PrivacyAlert2
Kensington™ 락 슬롯  

 관리 기능

DASH
 

 디자인  
 
디스플레이
35.6cm(14형)  HD (220nit)
35.6cm(14형) FHD IPS (250nit)
35.6cm(14형) FHD IPS On-Cell Touch (300nit)
35.6cm(14형) Low Power FHD IPS (400nit)

ThinkPad T495는 Radeon FreeSync™ 
지원 디스플레이(옵션)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크기 (W x D x H)

MM : 329 x 227 x 17.9

무게
시작 무게 1.54kg

키보드
방수, LED 백라이트2

색상
블랙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obileMark 2014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환경 설정, 
  사용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옵션

USB Type-C 도크
USB 3.0 도크

 내구성

MIL-STD-810G 군용 등급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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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95s

뛰어난 휴대성과
 업무 생산성

오늘날 작업 환경에서는 한결같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디바이스가 필수 조건이며 ThinkPad T495s가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최고의 정밀도와 혁신으로
 탄생한 이 강력한 디바이스는 최신 AMD Ryzen™ PRO 

모바일 프로세서, 강력한 저장장치 및 고속 메모리를
 결합하여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강력한 성능 효율성 기준
 재정의

고급 보안

액세서리 옵션

 성능  

프로세서
2세대 AMD Ryzen™ PRO 모바일 프로세서
Ryzen™ 5 Pro 3500U
Ryzen™ 7 Pro 3700U

메모리
최대 16GB DDR4 (2400MHz)  

그래픽
통합 AMD Radeon™ Vega 8, 또는 Vega 10 그래픽

저장장치
최대 1TB PCIe SSD

카메라
720p HD + optional IR 카메라 옵션 ThinkShutter 포함

배터리
최대 16.4시간1, 57Whr 배터리

전원 어댑터
최대 65W Type-C (고속 충전 지원)

운영 체제
최대 Windows® 10 Pro (64비트)

오디오
Dolby® Audio™ 프리미엄
듀얼 어레이 원거리 음장 마이크로폰

 연결    

I / O 포트
1 x USB 3.1  1세대 (Always On)
1 x USB 3.1  2세대
2 x USB 3.1 Type-C  2세대 (with the function of Power
Delivery and DisplayPort)
1 x HDMI 2.0
1 x MicroSD 카드 리더기
1 x 오디오 잭
1 x 스마트 카드 리더기2

WiFi
인텔® 무선-AC 9260, Wi-Fi 2x2 802.11ac +
블루투스® 5.0

WWAN
Fibocom L850-GL

도킹
Side Mechanical 도크
USB Type-C 도크
USB 3.0 도크  
 
 

 내구성

MIL-STD-810G 군용 등급 테스트

 
 보안  
 
매치 온 칩(Match on Chip) 터치 지문 리더기
IR camera2 와 Windows Hello
dTPM 2.0 칩 
ThinkShutter 카메라 커버
ThinkPad PrivacyGuard2
ThinkPad PrivacyAlert2
Kensington™ 락 슬롯  

 관리 기능

DASH
 

 디자인  
 
디스플레이
35.6cm(14형) FHD IPS (220nit)
35.6cm(14형)  FHD IPS On-Cell Touch (300nit)
35.6cm(14형)  FHD IPS Low Power (400nit)
35.6cm(14형)  FHD IPS PrivacyGuard (400nit)

ThinkPad T495s는 Radeon FreeSync™ 
지원 디스플레이(옵션)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크기 (W x D x H)

FHD, FHD Touch, FHD PrivacyGuard
MM : 329 x 226.15 x 16.7

Low Power FHD
MM : 328.8 x 225.8 x 16.1

무게
FHD IPS, FHD Touch
1.33kg

FHD Low Power
1.25kg

FHD PrivacyGuard
1.31kg

키보드
방수, LED 백라이트2

색상
블랙

 

ThinkVision M14 USB-C
포터블 모니터 ThinkVision T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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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bileMark 2014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환경 설정, 
  사용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옵션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디바이스

빠른 응답속도와 신뢰성을 자랑하는 ThinkPad E595는
 다재다능한 성능과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어

 후회없는 선택을 보장합니다.

강력한 성능 유연한 저장장치
 솔루션

SSD

편리한
연결 기능

ThinkVision S22e-19 ThinkVision S24e-10 ThinkVision S27q-10

액세서리 옵션

 성능  

프로세서  
최대 AMD Ryzen™ 7 3700U 프로세서  
 
메모리  
최대 32GB (2 x DIMMs) DDR4
 
저장장치    
최대 512GB PCIe M.2 SSD
최대 2TB (5400rpm) 2.5 SATA HDD
듀얼 드라이브 스토리지*

720p 듀얼 어레이 Skype
인증 마이크로폰 포함

카메라 및 마이크  

 
그래픽   
AMD 통합 그래픽

전원 어댑터  
45W 또는 65W 고속 충전 포함
 
배터리  
최대  10.3 시간** 45Whr 배터리

비즈니스용 Skype 인증 듀얼 어레이 마이크
Dolby® Audio™ Premium 스테레오 스피커

운영 체제  
최대 Windows® 10 Pro
 
오디오  

 연결  
 
I / O 포트  
1 x USB-C (USB 3.1/DP 1.2/PD 3.0)
2 x USB-A(USB 3.1)
1 x USB 2.0
HDMI 1.4b
RJ45
MicroSD 카드 슬롯
콤보 마이크 / 오디오

WLAN 
듀얼 밴드2 x 2ac
블루투스® 5.0

도킹  
USB-C
USB 3.0 도크
USB 3.0 Ultra 도크
 
 
 

 보안  
 
외장형 TPM 2.0
Touch FPR*와 Windows Hello
Kensington™ 락 슬롯
 
  
 디자인  
 

디스플레이 
39.6cm(15형)  FHD IPS (1920 x 1080 pixels) 저반사
39.6cm(15형) HD (1366 x 768 pixels) 저반사

 
크기 (W x D x H)   
MM : 369 x 252 x 19.9
(Metal A-커버)

무게   
시작 무게 2.1kg

색상   
블랙
 
키보드   
키보드 및 터치패드
표준 사이즈 백라이트* 키보드, 숫자 패드 포함
프리시전 터치패드
 

 소프트웨어

Lenovo Vantage
DAX3 with Dolby® Premium Audio™ 지원
McAfee® LiveSafe™ (체험판)
Microsoft O�ce (체험판, 일본 제외)  
 
 

 
1  MobileMark 2014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환경 설정, 
  사용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옵션

E595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15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495

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설계된 디바이스

ThinkPad E495는 얇고 가벼우며 고급 금속 구조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강력한 성능목적 지향적인
 설계

편리한
연결 기능

액세서리 옵션

 연결  
 
I / O 포트  
1 x USB-C (USB 3.1/DP 1.2/PD 3.0)
2 x USB 3.1
1 x USB 2.0
HDMI 1.4b
RJ45
MicroSD 카드 슬롯
콤보 마이크 / 오디오

WLAN 
듀얼 밴드  2 x 2ac
블루투스® 5.0

도킹  
USB-C
USB 3.0 도크
USB 3.0 Ultra 도크
 
  
 디자인  
 
디스플레이 
35.6cm(14형) FHD IPS (1920 x 1080 pixels) 저반사
35.6cm(14형)  HD (1366 x 768 pixels) 저반사 
   
무게   
시작 무게 1.75kg
 
크기 (W x D x H)    

MM : 329 x 242 x 19.9
(Metal A-커버)

MM : 329 x 242 x 21.9
(Plastic A-커버)

키보드 및 터치패드   
표준 사이즈 백라이트* 키보드
프리시전 터치패드

색상   
블랙

 소프트웨어

Lenovo Vantage
DAX3 with Dolby® Premium Audio™ 지원
McAfee® LiveSafe™(체험판)
Microsoft O�ce (체험판)  
 
 
 
 

 

 성능  

프로세서
최대 AMD Ryzen™ 7 3700U 프로세서

운영 체제
Windows 10 Pro (64비트)

그래픽
AMD 통합 그래픽

카메라 및 마이크
720p 듀얼 어레이 Skype 인증 마이크로폰 포함

메모리
최대 32GB (2 x DIMMs) DDR4

저장장치
최대 512GB PCIe M.2 SSD
최대 2TB (5400rpm) 2.5 SATA HDD
듀얼 드라이브 스토리지*

배터리
최대 11 시간** 45Whr 배터리

전원 어댑터
45W 또는 65W 고속 충전 포함

오디오

 
 

 보안  

 
외장형 TPM 2.0
Touch FPR*와 Windows Hello
Kensington™ 락 슬롯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obileMark 2014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환경 설정, 
  사용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inkVision S22e-19 ThinkVision S24e-10 ThinkVision S27q-10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17

비즈니스용 Skype 인증 듀얼 어레이 마이크
Dolby® Audio™ Premium 스테레오 스피커



V55t-15API 타워 데스크탑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19



V55t-15API TOWER DESKTOP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스크탑

Lenovo V55t 타워 데스크탑은 고성능 컴퓨팅 
디바이스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며,

 경제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더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

SSD

더 빠른
파일 전송

듀얼 드라이브
스토리지

액세서리 옵션

 보안  
 
펌웨어 TPM
BIOS의 스마트 USB 보호
BIOS의 I/O 포트 비활성화 : USB 및 오디오
Kensington™ 락 슬롯 (옵션)  

 디자인  
 
폼팩터  

15L 
 

크기 (W x D x H)
 

MM : 145 x 275 x 360

색상  
블랙  
 

 소프트웨어  
 
Lenovo Vantage
Microsoft® O�ce 2016 Trial 
McAfee™ LiveSafe™ 체험판

 친환경 인증

Energy Star® 7.0
EPEAT™ Silver
RoHS
Kensington® MicroSaver™ 2.0  
  
 
   
 
 
 
 
 

 

 성능  

프로세서  
최대  AMD Ryzen™ 5 3400G  

칩셋
AMD B300
 
메모리  
최대  32GB DDR4 2666MHz (2 x UDIMM) 

그래픽   
통합 AMD 그래픽
NVIDIA® GeForce® GT 730 2GB 외장형 그래픽  
 
PSU   
180W

운영 체제  
최대 Windows® 10 Pro 64비트

 연결  
 

전면 포트  
2 x USB 3.1 1세대
2 x USB 2.0
1 x 오디오 아웃
1 x Mic
7 in -1 카드 리더기 옵션  
 
후면 I / O 포트  
2 x USB 2.0
1 x VGA
1 x HDMI
1 x 오디오 인
1 x 오디오 아웃
1 x Mic
1 x LAN (RJ-45) 
병렬 포트 옵션  
 
확장 슬롯  
1 x PCIe x 16 슬롯
1 x PCIe x 1 슬롯
WiFi용 M.2
PCIe SSD용 M.2  
 
내부 베이  
1 x 3.5” HDD 
 
외부 베이  
슬림 DVD Rambo 옵션  
 
하드 드라이브 옵션  
3.5” 7200rpm SATA HDD (500GB/1TB/2TB) 
M.2 PCIe SSD (128GB/256GB/512GB)  
 
WLAN 
1 x 1 AC WiFi 및 블루투스® 4.0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nsington® MicroSaver™ 2.0
트윈 케이블 락

Lenovo Fingerprint Biometric
USB 마우스

ThinkVision S22e-19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21



M75s SFF

M75q TINY

M625q TINY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23



M75s SFF

컴팩트한 디자인
탁월한 성능

AMD Ryzen™ PRO 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팩트한
 블랙 색상 섀시의 ThinkCentre M75s는 최적의 

비즈니스용 데스크탑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소형 폼팩터 데스크탑은
 어느 곳에든,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옵션

생산성 증대 최고의 
스토리지 성능

SSD

한층 
강화된 보안

TPM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에센셜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콤보

Kensington®

MicroSaver™ 2.0
트윈 케이블 락
(Twin Cable Lock) 

 
ThinkVision S27q-10

 성능  

프로세서  
최대 AMD Ryzen™ 9 PRO 3900 프로세서  

칩셋
AMD PRO 560

메모리  
최대 64GB 4 DDR4 UDIMM (4 x DIMMs)

저장장치
3.5” 7200rpm SATA HDD (500G/ 1TB/ 2TB)
M.2 PCIe SSD (128G/ 256G/ 512G/ 1TB)

그래픽  
AMD Radeon™ Vega 그래픽
Radeon™ 520 2G  외장 그래픽 카드 

전원 어댑터    
260W 92% (SPB용) TFX
210W 85% TFX
180W 85% TFX

운영 체제    
최대 Windows 10 Pro 64비트
Linux Ubuntu 지원
 

 연결  

전면 포트  
2 x USB 3.1 2세대
2 x USB 3.1 1세대
카드 리더 옵션
2 x 오디오
 
후면 포트  
2 x USB 3.1 1세대
2 x USB 2.0
1 x VGA
DP + DP
1 x 시리얼
1 x LAN
3 x 오디오
2 x PS2
병렬 옵션
2x USB 2.0 옵션  

내부 베이
1 x 3.5” HDD
1 x 2.5” HDD

외부 베이
1 x 슬림 ODD

M.2 전원 슬롯
1 x M.2 PCIe SSD
1 x M.2 WiFi

 
 
  

 보안  

관리 기능
DASH 10 / 1.1
HW TPM 2.0

보안 특징
보안 슬롯 (뒷면의 Kensington® MicroSaver®

케이블 옵션용)
Padlock 루프
스마트 USB 보호, 키보드/마우스만 허용, 모든 저장장치 차단
키보드 및 마우스 모두를 물리적으로 잠그는 스마트 케이블 클립 옵션
전원 가동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하드 디스크 비밀번호
부팅 순서 제어
키보드 및 마우스 없이 부팅
개별 USB 포트 해제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 옵션

  

 

 

  

  디자인  

폼팩터
8.4L SFF

EOU 
Yes

수직 방향 배치를 위한 시스템 플로어 스탠드 옵션
플로어 스탠드

크기 (W x D x H)
MM : 92.5 x 290.5 x 343.5

무게  
6 kg   

  친환경 인증

Energy Star® 7.0
EPEAT™ Silver (SFF)
ErP Lot 3
RoHS[ 규격
WEEE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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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75q TINY

강력한 성능과 놀라울만큼
작은 사이즈

탁월한 생산성을 위해 설계된 ThinkCentre
 M75q Tiny는 현대적인 사무실에 걸맞은 우수한

빌드 품질과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성능 첨단 연결
 기능

한층 강화된
 보안

OPTIONAL ACCESSORIES

ThinkCentre 더스트 실드

ThinkCentre Tiny
VESA Mount II

ThinkCentre Tiny IV
버티컬 스탠드

 성능  

프로세서  
최대 AMD Ryzen™ 5 PRO 3400GE 프로세서  

칩셋
AMD B300

메모리  
최대  32GB 2 DDR4 SODIMM (2 x DIMMs)

저장장치
2.5” 7200rpm SATA HDD (500G / 1TB)
M.2 PCIe SSD (128G / 256G / 512G / 1TB)

그래픽  
AMD Radeon™ Vega 그래픽

전원 공급장치    
65W 88% 어댑터 and 135W 89% 어댑터

운영 체제    
Windows 10 Pro 64 비트
Linux 지원
 

 연결  

전면 포트  
1 x USB 3.1 1세대 (Always On 및 고속 충전)
 
후면 포트  
1 x USB 3.1 1세대
3 x USB 2.0
1 x LAN
1 x DP
1 x HDMI
포트 1 옵션 : VGA / 보조 DP / 보조 HDMI /시리얼 1 x HDMI
포트 1 옵션 : 시리얼  

M.2 슬롯
 1 x M.2 PCIe SSD

1 x M.2 for WIFI

내부 베이
1 x 2.5” HDD

 보안  

관리 기능
DASH 10 / 1.1
HW TPM 2.0

보안 특징
보안 슬롯 (뒷면의 Kensington® MicroSaver®

케이블 옵션용)
스마트 USB 보호, 키보드/마우스만 허용, 모든 저장장치 차단
하드 디스크 비밀번호
부팅 순서 제어
키보드 및 마우스 없이 부팅
개별 USB 포트 해제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 옵션
전원 가동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 

•

•
• 

• 
• 

• 
•

  디자인  

기계적   
폼팩터 : 1L Tiny
EOU: Yes

VESA 마운트  
마운트 브래킷 키트 옵션, VESA
75mm 및 100mm 지원

수직 방향 배치를 위한 시스템 플로어 스탠드 옵션
플로어 스탠드  

크기 (W x D x H)
MM : 179 x 182.9 x 34.5

무게  
1.32 kg  

  친환경 인증

MIL-STD-810H 군용 인증 (저압
[고도], 고온, 저온, 온도 충격, 습도, 모래 및 먼지,
진동, 충격, 곰팡이, 태양 복사열)

Energy Star® 7.1
EPEAT™ Silver 등급 *(*-OS 모델은 해당되지 않음)
ErP Lot 3
RoHS 규격
TUV low noise 인증
TCO 8.0
For full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27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프로세서  
AMD PRO A- 시리즈, Athlon™ PRO  
또는 최대 Ryzen™ 5 PRO 프로세서 

메모리  
8GB 최대, DDR4-1866, 1개 260-핀 SO-DIMM 소켓

그래픽  
AMD Radeon™ 그래픽

전원 공급장치    
65W 88% 어댑터

전원 어댑터    
Windows® 10 Pro 64비트
 

 연결  

전면 포트  
2 x USB 3.1  1세대 (고속 충전용 1개)
2 x 오디오 (1개 콤보)

Discrete TPM 2.0, TCG 인증

 
후면 포트  
1 x USB 3.1  1세대
3 x USB 2.0
DP + DP
2 x Punch Out (포트 1 VGA / 시리얼/ USB2.0
Typ eC 디스플레이 포트  얼티네이트 모드
(Display Port Alternative Mode) 지원 시리얼용 포트2) 

WLAN 
Realtek RTL8821CE 1x1 AC (듀얼 밴드), 
Wi-Fi + 블루투스 4.2 콤보 어댑터
Qualcomm Atheros QCA9377 1x1 AC (듀얼 밴드), 
Wi-Fi + 블루투스 4.2 콤보 어댑터
Realtek RTL8822BE 2x2 AC (듀얼 밴드), 
Wi-Fi + 블루투스 4.2 콤보 어댑터
Qualcomm Athero QCA6174A 2x2 AC, 
Wi-Fi + 블루투스 4.2 콤보 어댑터, 2x2

 

 

 보안  

보안 칩

보안 특징
보안 슬롯 (뒷면의 Kensington® MicroSaver®

케이블 옵션용)
Padlock 루프
스마트 USB 보호, 키보드/마우스만 허용, 모든 저장장치 차단
전원 가동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하드 디스크 비밀번호
부팅 순서 제어
키보드 및 마우스 없이 부팅
개별 USB 포트 해제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 옵션

• 

• 

• 

• 
• 
• 
• 

•

•

•

 
 
  
 

M625q TINY

강력한 성능과
그래픽 기능을 갖춘

컴팩트한 디자인
ThinkCentre M625q Tiny는 AMD 7세대 

A9-9420e 프로세서와 DDR4 메모리를
 탑재해 대용량 파일, 멀티태스킹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집약적인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답 속도성능 생산성

액세서리 옵션

ThinkVision T24i-10

ThinkCentre Tiny
VESA Mount II

ThinkCentre Tiny
Clamp Bracket
Mount Kit

 디자인  

기계적   

공구 없이 섀시 열림(툴리스(toolless) 섀시 나사 옵션 필요)
먼지 필터 옵션
MIL-SPEC 테스트 – MIL-STD810G 군용 인증
(저압, 고온, 저온, 온도 충격, 습도, 모래 및 먼지, 진동, 충격)

•

•
•

VESA 마운트  
VESA 마운트 브래킷 키트 옵션, VESA 75mm 및 100mm 지원

수직 방향 배치를 위한 시스템 플로어 스탠드 옵션
플로어 스탠드  

크기 (W x D x H)
M625q Tiny만 해당 :
MM : 179 x 182.9 x 34.5

 친환경 인증

Energy Star 6.1
EPEAT® Gold
RoHS 규격, WEEE
TCO 

 

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29

Tiny (1L), 블랙 컬러; 메탈 케이스

전체 제품 사양은 http://psref.lenov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옵션
 X1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레노버™ ThinkPad X1 ANC 헤드폰은 어떤 잡음 환경에서도 최고의
청취 및 풍부한 통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노버는 시냅틱스 오디오
스마트®와 협력해 즉시 조정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ANC 및 ENC

잡음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헤드폰을 개발했습니다.

ENC (Environmental
Noise Cancellation, 
환경 노이즈 캔슬링)을

통한 세계 정상급
 통화 품질

노이즈 및 방해 요소들을
완화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ctive 
noise-cancelling) 기술

X1 프레젠터 마우스
이 2-in-1 액세서리는 마우스의 기능에 편리한 프레젠터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로 기술과 직관적인 버튼을 이용해 
PowerPoint나 PDF 슬라이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상 레이저
포인터와 하이라이트 및 확대 기능을 이용해 회의실 전체에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V형 마우스는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버튼 위에 위치시키면서 사용자의 손바닥을
받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이 마우스는 얇은 본체 및
부드러운 모서리로 포켓과 가방에 꼭 맞으며 불룩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제작된
 14mm 두께의 V자형

마우스, 손바닥을 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제공

단 한번의 버튼 클릭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연결하고, 매끄럽게 

전환하며, 최대 1600개
 DPI 센서의 고정밀

 추적 기능 제공

화면을 뒤로 돌려 가상 레이저 
포인터와 직관적인 제어 

기능을 갖춘 완벽한
 사이즈의 프레젠터로 변신

 

LENOVO USB-C 
노트북 보조 배터리
이동 중에도 추가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Lenovo 및 ThinkPad

슬림 팁(Slim-tip) 및 USB-C 전원 노트북과 호환되는 Lenovo 

USB-C 노트북 보조 배터리는 48Wh 배터리 수명(14000 mAh)을
제공해 노트북의 수명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줍니다.

이동 중에도 노트북 및
2대의 추가 모바일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48Wh (4000mAh)

 배터리 용량

대부분 노트북 케이스
 또는 가방에 수납할 수 있는

디자인, 책상에서
 보조 배터리와 노트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충전 가능

다양한 Lenovo 및 
ThinkPad 시스템과 호환

LENOVO 700 ULTRAPORTABLE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폰처럼 얇고 가벼운 블루투스® 5.0 스피커는 기존의
최고 기록들을 깨뜨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장과 외근이 잦은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인 이 스피커는 360°로 풍부한 24비트
/ 96 Kbps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터치 컨트롤, 기본 음성 비서
지원 및 최대 12시간 재생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11mm에 불과한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2시간 내에 고속 충전되고
 12시간 지속되며 IPX2
 얼룩 방지 기능을 갖춤

쿼드 스피커를 통해
 360°로 전달되는 선명하고

 풍부한 오디오로 음악과
 컨퍼런싱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이 블루투스® 5.0 스피커는
 NFC와 완벽한 기능의 

USB-C 포트를 통해
 재생 및 2시간 내에
 고속 충전을 지원함

 

무선 블루투스 지원
 및 유선 USB-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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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장치에 탑재되는 
Windows 10 P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