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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새로운 OPTIPLEX 제품군의 특징
더욱 확장된 형태로 새로워진 포트폴리오(긴 수명주기를 가진 XE4 및 새로운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
트 포함)
•••

12세대 인텔® 최대 코어™ i9 125W 프로세서를 갖춘 인텔® v프로에 기반함
•••

AI1가 내장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PC(5000 및 7000 Series용 Dell Optimizer)
•••

환경 친화적인 OptiPlex(EPEAT Gold 구성 인증 획득, 재활용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패키징)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로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 구현
•••

완전히 새로워진 DDR5 메모리로 더욱 빠른 메모리 성능 구현(7000 타워 및 마이크로에서 사용 가능함)
•••

최대 4대의 디스플레이 기본 지원(인텔® 12세대 통합형 그래픽 탑재)
•••

TNR(Temporal Noise Reduction) 기능과 WDR(Wide Dynamic Range) 기능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올인원
•••

LBL(Low Blue Light) 지원 디스플레이로 협업 효율성 향상
•••

SSD(Solid State Drives)로 신뢰할 수 있는 생산성 실현
•••

고품질의 구성 요소 및 MIL-STD 810H 표준을 능가하는 엄격한 품질 테스트
•••

완벽한 보안으로2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바이스 보안을 보장하는 Dell Trusted Device
•••

공구가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간편한 서비스 용이성과 확장성 제공
•••

OS 및 관리 방법 선택 가능
•••

최적의 생산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테스트를 거친 폭넓은 맞춤형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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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Dell OptiPlex 제품군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성능과 인텔리전스
환경 친화적인 맞춤형 디자인
유연한 최신 IT

사용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기술
OptiPlex는 어떤 업무 환경에서도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지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된 혁
신적인 데스크탑 폼 팩터를 제공합니다. 무려 29년 동안 데스크탑 시장을 선도해왔기에, Dell 고객들
은 OptiPlex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Dell은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기에 적합한 파트너입니다. Dell의 기술은 그냥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OptiPlex는 Dell Technologies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편하면서 현대적인 IT 보안 솔루션을 제공
하며 한층 더 개선된 이용 경험으로 업무 인력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차세대 OptiPlex 제품군은 업무
에 적합한 기술로 무장하여, 대면 근무 복귀 계획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통해
조직의 장기 성공 전략 실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설계된 데스크탑으로
탁월한 신뢰성과 인텔리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고 강력한 12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트1 및 보안2 PC 제품군은 미래의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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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성능과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강력한 기술

+

차세대 OptiPlex 데스크탑에는 인텔® 기반의 최신 기술이 다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최대 코어™ i9 125W 프로세서를 탑재한 12세대 인텔®을 이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술로 코어 간의 워크로드 균형을 잡고 손쉽게 멀티태스킹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ptiPlex의 최신 관리 기능과 하드웨어 기반의 개선된 보안 기능은 7000 Series에서 이용
가능한 인텔® v프로® 플랫폼(선택 사항) 및 OptiPlex 5000 Series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인텔® v프로® Essentials와 함께 제공됩니다.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를 통해 탁월한 신뢰성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연결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새로워진 DDR5 메모리(최대 128GB. 4800MHz의 빠른 속도)는 클라우드 기반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RAM 사용량이 높은 워크로드 집약형 애플리케이션 간에 원활
하게 전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7000 타워 및 마이크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인텔® 12세대 통합 그래픽은 최대 4대의 독립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전
세대 대비 추가 디스플레이 레인이 3~4개 더 많으므로 사용자는 전용 그래픽 카드를 추
가할 필요 없이 더 많은 디스플레이로 작업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탁월한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DP(DisplayPort) 덕분에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능 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7000 Series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심한
업그레이드 덕분에 데이지 체인 연결 모니터 없이 깔끔한 작업 공간을 조성하여, 업무 환
경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도 최소화됩니다. (7000 타워, 소형 폼 팩터, 마이크로 65W에
서 이용 가능합니다.)
제3의 M.2 SSD 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SSD는 (7000 타워, 소형 폼 팩터, 마이크로에서
이용 가능한 HDD 대비) 높아진 신뢰성과 개선된 성능으로 최적의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데스크탑 경험의 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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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SSD(Solid State Drive)를 이용하면 PC 부팅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빠르
게 앱을 실행하며, HDD(Hard Disk Drive)에서는 몇 분씩 걸리던 파일 저장 속도를 몇 초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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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Dell Optimizer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자랑하는 PC1가 그 어느 때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
다. Dell Optimizer ExpressResponse5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앱의 사용 방식을 분석하여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한번에 최적화하여 더욱 개인화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pressConnect
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 네트워크 동시 연결을 통해 더 빨라진 데이터 및 비디오 다운로드 경험을 제공합
니다. 또한 어느 업무 환경이든 해당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네트워크6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통해 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 제공
Intelligent Audio는 오디오와 마이크 기능을
개선하고 배경 잡음을 줄여 어떤 업무 환경
에서든 안심하고 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원합
니다.
뉴럴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첨단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람 목소리와 불필요한 노이즈
를 구분하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접 마이크는 음성을 더 맑고 또렷하게 구
현하므로 회의와 팟캐스트에 적합합니다.
왜곡 감소 기능은 실시간으로 오디오 콘텐츠
를 분석하고 원치 않는 하울링 없이 더 높은
출력을 구현합니다.

“긴급 대피소는 매우 시끄러운 곳입니다. Zoom이나 Teams 통
화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가상 환경에서
의 의사 소통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Dell
Optimizer의 Intelligent Audio 기술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Kelly Durand
필라델피아 People’s Emergency Center, Director of Organizational Learning

ExpressResponse

ExpressConnect

Intelligent Audio

DELL OPTIMIZER는 관리 용이성을 간소화합니다.

+

사용자와 IT 의사 결정권자 모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
하며 관리가 간편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
해 보십시오.

Dell Optimizer의 이용 가능 여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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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사용자 유형 기반의 설계 접근법
조직에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가속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조직
들은 직원 경험을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올바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Dell Technologies는 하이브리드 인력의 고유한 업
무 스타일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사용자 유형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일하느냐는 더 이
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불확실한 짐작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춘 사용자 유형 기반 솔루션으로 작업에 적합한 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바이스와 모니터 및 액세서리부터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유형 기반 솔루
션은 직원 경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선택 툴을 이용하여 손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빌더 및 프로듀
서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제품군의 OptiPlex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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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더

커넥터

비즈니스 구축 및 성장 주도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기업이 외부 이해 관계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여러 팀 연결 및 원활한 협업 주도
계획과 데이터를 관리하여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결과를 최적화합니다. 협업과 팀 보
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프로젝트를 진
행합니다.

프로듀서

전문가

결과 실현 및 효율성 증진 주도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원하는 결과를 제
공합니다. 업무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성공
을 실현합니다.

고유하고 창의적이며 복잡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추구
주력 결과물을 생성하고 세부 분석을
수행합니다. 논리적이고 상세한 방식
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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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환경 친화적인 OPTIPLEX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군을 자랑하는 OptiPlex는 마이크로 폼 팩터의 팬에 OBP(Ocean
Bound Plastic)를 포함한 최초의 OEM 중 하나입니다7. 순환형 공급망에서 최대 60%의 PCR 8(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패키지에 87%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OptiPlex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ll 멀티팩 솔루션을 선택하여 단일 패키지로 여러 제품을 배송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패키지를 열고, 상자에서 꺼낸 후, 포장재를 치우기까지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Dell 멀티 팩 패키
^
징은 최대 100%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골판지로 제작됩니다.

디자인

환경 친화적 자재

패키징의 혁신

1st

60%

87%

OptiPlex는 2007년 재활용

OptiPlex 데스크탑에 사용된

Dell 패키징의 87%가 재활용

자재를 사용한 Dell의 첫 번째

재활용 및 순환형 자재 비율이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로

제품입니다.

60%입니다.

제작됩니다.

100+

40+

8.0

EPEAT 등록 제품 수

TCO 인증 구성 수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친

OPTIPLEX

EPEAT

TCO

ENERGY STAR® 인증 버전
ENERG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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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유연한 최신 IT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사용자와 IT 전문가는 탁월한 성능,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가치를 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OptiPlex를 통해 최고의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OptiPlex 고객 10명
중 9명이 OptiPlex 데스크탑이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했
습니다9. 해당 설문조사에서 OptiPlex 고객 10명 중 9명은 OptiPlex가 데스크탑 구축 용이성, 고객 지원
경험 및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업체를 능가한다고 답변했습니다10.
OptiPlex는 신뢰할 수 있는 IT 파트너로, 약정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고객과 함께합니다. 장기적인 플
랫폼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을 위해, 올해는 긴 수명주기를 가진 XE 타워 및 소형 폼 팩터를 새
롭게 설계하고 완전히 새로운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도 제품군에 추가했습니다.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Dell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Deploy Plus for Client를 통해 IT 팀은 배포 시간을 최
대 49% 단축할 수 있습니다11.
현세대 OptiPlex는 탁월한 유연성을 갖춘 고정 컴퓨팅 포트폴리오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까지 아우
릅니다. 또한 Dell ThinOS, Dell Hybrid Client 및 Wyse Management Suite12와 함께 다용도 OS 및 선택 가
능한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독보적인 OEM입니다. Dell Client Command Suite 및 VMware Workspace
ONE을 통해 애플리케이션부터 OS와 펌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엔드포인트를 단일 콘솔로 간편하게 관
리할 수 있습니다.

DELL TRUSTED DEVICE
Dell 고객들은 OptiPlex의 보안 데스크탑 솔루션을 신뢰합니다. OptiPlex는 TPM 2.0, 잠금형 포트 및 케이
블 커버, 스마트 인증 옵션 및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가 탑재된 안전한 하드웨어로 구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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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시스템은 BIOS 탬퍼링에 가시성을 제공하는 Dell SafeBios 및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안전
하게 보호하는 Dell SafeID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Dell의 SafeData가 기밀 정보를 암호화하고,
VMware Carbon Black 및 Secureworks 기반의 SafeGuard and Response가 위협을 차단하며, 공
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여 대응함으로써, 엔드포인트 위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
을 제시합니다.

제품군 브로셔

OPTIPLEX
환경 친화적인 맞춤형 디자인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모듈형 솔루션
OptiPlex 데스크탑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구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한 번에 여러 애플리케이션(비디오 컨퍼런싱 앱 포함)을 실행할 수 있
는 강력한 성능 덕분에 사용자들은 랙이나 지연 없이 손쉽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Dell이 자랑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 제품군13에서 맞춤형 액세서리와 확장형 4K 모니터를 선택하여
편안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OptiPlex 솔루션은 어디서든 구축
하고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
공됩니다. 덕분에 사용자와 IT 전문가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하
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간소하면서도 원하는 작업 방식에 맞게 완전히 확장 가능한 맞춤 오퍼
링으로 어떤 요구 사항이든 최적으로 충족하는 OptiPlex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폼 팩터, 포트, I/O, 주변 기기 등을 선택하면 모듈
형 구성 요소로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Dell에서 제공하는 4K 웹캠, 스피커폰, 사운드바로 협업 방식을 개선하
고 세심한 설계로 새로워진 마운트 및 스탠드(선택 사항)로 책상 공간
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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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7400 올인원
빌더의 경우, OptiPlex 7400 올인원이 홈 오피스에 탁월한 옵션
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은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 원활
하고 손쉽게 구축되어 프리미엄 성능과 우수한 협업 경험을 제
공합니다. 올인원이 제2의 전용 PC의 역할을 하므로, 빌더는 올
인원을 집에서 이용하면서 가정의 작업 공간과 사무실 사이에
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빌더

프로듀서

프로듀서의 경우, 온종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 쾌적한 작업
공간이 필요한 비즈니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이므로 OptiPlex 7400 올인원이 적합합니다.
프리미엄 협업 환경을 위해 설계된 강력하고 지능적인 24형 올인원

빌더:

2일

주당 대면
근무일수(평균)

빌더:

76%

여러 작업
공간을
사용하는 비율

+

7400 올인원 생태계

Dell Optimizer의 인공 지능이 내장되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능적이고 응답성이 뛰어난 올인원은 원활한 상호 작용
과 협업을 지원합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9 65W 프로세서를 갖춘 인텔® v프로®가 보안 위험을 완화하면서 탁월한 생산성은 가속화하는
비즈니스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
어디서나 우수한 화질 - Dell 웹캠은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TNR(Temporal Noise Reduction) 기능을 활용하여 이
미지 캡처 성능을 개선합니다.

•••
새로운 WDR(Wide Dynamic Range) 웹캠은 사용자가 역광으로 카메라에 담기더라도 색이 바랜 이미지를 제거하므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프로다운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m 범위의 프리미엄 마이크 2대와 불필요한 배경 잡음을 제거하는 Intelligent Audio가 탑재된 고성능 스피커로 원
활하게 협업하여 최적의 화상 회의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새로운 LBL(Low Blue Light)* 기능을 자랑하는 대형 FHD(터치 디스플레이 지원/미지원)로 온종일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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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미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함.

OPTIPLEX

7000 마이크로
프로듀서는 업무 처리에 초점을 맞춰 성공을 실현합니다. 집중력을 유지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탁월한 보안과 확장 가능한 성능이 요구
됩니다.

프로듀서

올인원 스탠드 솔루션이 탑재된 OptiPlex 7000 마이크로가 이러한 프로
듀서에 적합합니다. 얇고 성능이 강력한 솔루션 덕분에 공간을 많이 차지
하는 PC 없이 책상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듀
서는 집중력과 높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00 마이크로
의 스마트한 디자인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유연하고 안전한 마운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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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마이크로
생태계

OPTIPLEX

7000 타워, 소형 폼 팩터 및 마이크로
확장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데스크탑
Dell Optimizer의 인공 지능이 내장된 지능형 프리미엄 데스크탑이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한 성능과 연결
성을 보장합니다.

+
7000 타워 및 소형
폼 팩터 생태계

12세대 인텔® 코어™ i9 125W 프로세서를 갖춘 인텔® v프로®가 위험을 완화하면서 탁월한 생산성을 가속화
하는 비즈니스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
완전히 새로운 DDR5 메모리(최대 사양)가 과도한 워크로드에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높은 RAM 이용량
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를 통해 탁월한 신뢰성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연결로 원활
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대 디스플레이 기본 지원 기능으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세 번째 DisplayPort
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설치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지 체인을 연결할 필요
없이 깔끔한 작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M.2 SSD(추가 확장 옵션)를 선택하면 부팅 시간 및 파일 액세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Thunderbolt 4 추가 기능 카드로 보다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에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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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XE4 타워 및 소형 폼 팩터
탁월한 안정성, 확장성 및 성능을 보여주는 산업 등급의 지능적인 데스크탑입니다.
Dell Optimizer의 AI가 내장되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지능적이고 긴 수명주기를 가진 데스크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안정성, 뛰어난 확장성, 성능 옵션을 제공하도록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

XE4 생태계

12세대 인텔® 코어™ i9 125W 프로세서를 갖춘 인텔® v프로®가 보안 위험을 완화하면서 탁월한 생산성은 가
속화하는 비즈니스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
XE4는 최대 45ºC의 고온 및 부식성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급 인증을 받고 MIL-STD
810G 등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
구매 수명주기가 3년 6개월 이상이므로 계획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OEM-Ready 버전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완전히 새로운 DDR5 메모리(최대 사양)가 과도한 워크로드에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높은 RAM 이용량
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를 통해 탁월한 신뢰성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연결로 원활
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대 디스플레이 기본 지원 기능으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 번째 M.2 SSD(추가 확장 옵션)를 선택하면 부팅 시간 및 파일 액세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Thunderbolt 4 추가 기능 카드로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에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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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5400 올인원
비즈니스 협업 및 연결을 위해 설계된 지능형 24형 올인원
인공 지능이 내장된 Dell Optimizer가 탑재되어 동급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PC이며,
다수의 스마트한 협업 기능도 제공합니다.

+

5400 AIO 생태계

최대 12세대 인텔® 코어™ i7 65W 프로세서가 보안 위험을 완화하면서 비즈니스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 터
미널에 걸친 원격 관리를 위해 인텔® v프로® Essential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을 간소화하려면 1개의
DisplayPort가 탑재된 35W 섀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어디서나 우수한 화질 - Dell 웹캠은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TNR(Temporal Noise Reduction) 기능을 활용하여 이
미지 캡처 성능을 개선합니다.

•••
새로운 WDR(Wide Dynamic Range) 웹캠은 사용자가 역광으로 카메라에 담기더라도 색이 바랜 이미지를 제거하므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프로다운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m에 이르는 2개의 마이크와 화상 회의 경험을 최적화된 Intelligent Audio가 탑재된 엔트리급 스피커로 스마트하
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LBL(Low Blue Light)* 기능을 자랑하는 대형 FHD(터치 디스플레이 지원/미지원)로 온종일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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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미지원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함.

OPTIPLEX

5000 타워, 소형 폼 팩터 및 마이크로
적절한 사이징이 가능한 성능 및 구성 기능을 갖춘 지능형 데스크탑
Dell Optimizer의 AI가 내장된 지능형 비즈니스 데스크탑으로, 맞춤형 성능과 구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

5000 Series
생태계

12세대 인텔® 코어™ i7 65W 프로세서에 새로운 Hybrid Core 기술을 더하여 구축된 OptiPlex 5000 데스크
탑은 원활하고 매끄러운 멀티태스킹을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 터미널에 걸친 원격 관리를 위해 인텔® v프로®
Essential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200MHz 속도로 최대 128GB DDR4 메모리를 지원하여 효율성 극대화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를 통해 탁월한 신뢰성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연결로 원활
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대 디스플레이 기본 지원 기능으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세 번째 DisplayPort
가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설치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지 체인을 연결할 필요
없이 깔끔한 작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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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3000 타워, 소형 폼 팩터 및 마이크로
필수 성능을 갖춘 스마트한 디자인의 비즈니스 데스크탑
필수적인 성능과 관리 용이성 선택 사항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데스크탑입니다.

+
3000 Series
생태계

최대 65W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됨(새로운 Hybrid Core 기술 포함)
(인텔® 셀러론® – 타워 및 소형 폼 팩터용 인텔® 코어™ i5, 인텔® 셀러론® – 마이크로용 인텔® 코어™ i7)

•••

+

통합형 인텔® Wi-Fi 6E(선택 사항)를 통해 탁월한 신뢰성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최적화된 연결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대 디스플레이 기본 지원 기능으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DisplayPort(선택 사
항)로 최대 8K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여 더욱 생생하고 선명한 색상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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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Dell Cloud 클라이언트 솔루션에 최적화된 세련되고 강력한 데
스크탑 씬 클라이언트
29년 동안 데스크탑 혁신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은
OptiPlex에서 설계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14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고정 컴퓨팅 제품군을 확장하여,
OptiPlex는 Dell Cloud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최적화된
탁월한 성능의 울트라컴팩트 데스크탑 씬 클라이언트를 개발했습니
다.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데스크
탑 제품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탁월한 신뢰성, 환경 친화적인 디자
인, 광범위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구현하는 OptiPlex 씬 클라이언트는
대중적인 가상 작업 공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주요 통합 커뮤니
케이션을 지원하는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손쉬운 협업을 실현합니다.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작업 공간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com/CloudClientWorkspace

주요 기능
인텔® 셀러론 및 펜티엄 쿼드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디지털 및 가상 작업
공간에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냉각 팬이 없는 컴팩트한 디자인은 비좁은 공간에 적합하며 빠르고 내구성
뛰어난 컴퓨팅 경험을 제공합니다(움직이는 부품 없음).
•••
긴 수명주기 지원으로 3년간 영업일 기준 익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씬
클라이언트 고객 기대 충족).
•••
최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이 향상된 제어 기능과 민첩성을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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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씬 클라이언
트 생태계

^ OptiPlex는 Dell 제품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인 데스크탑 포트폴리오입니다.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10월(혁신 기술, 자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과 순환형 플라스틱 비율 영역 분석). CLM003453
1.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4월. Dell Optimizer는 2020년 출시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며, OptiPlex 3000 Series, Latitude 3310 2-in-1 및 Latitude Chromebook Enterprise에서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작동 방식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2.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0년 1월. Dell Technologies Legal AD#G20000026
3. 법적 고지 사항: 6 GHz Wi-Fi 6E 작업에는 지역별 스펙트럼 할당 및 필수 규정 인증을 포함하여 Wi-Fi 6E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 및 라우터/AP/게이트웨이가 필요하며 인텔® Wi-Fi 6E(Gig+)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tel.com/PerformanceIndex(연결성)에서 확인하십시오.
4. IEEE 802.11ax 사양을 기반으로, 160 MHz 채널 및 Wi-Fi 6/6E 기술은 표준 Wi-Fi 5/80 MHz 제품 대비 훨씬 빠른 최대 PC 클라이언트 속도(이론상의 속도)를 구현합니다.
+ 출처: Dell Services 데이터, 2019~2021년 판매된 OptiPlex 플랫폼.
++출처: 2021년 10월 실시된 Dell 분석 기준, Vostro 및 OptiPlex 시스템 내 하드 드라이브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성능 비교 분석.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ExpressResponse: AI와 인텔® Adaptix 기술을 사용하여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속도와 성능을 관리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작동 방식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6. 2020년 6월 Dell 연구소에서 수행한 테스트 기준. 이 테스트에서는 ExpressConnect가 활성화된 경우와 비활성화된 경우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한 후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속도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7. 출처: ^ OptiPlex는 Dell 제품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인 데스크탑 포트폴리오입니다.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10월(혁신 기술, 자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과 순환형 플라스틱 비율 부문 분석 정
보). CLM-003453.
8. 출처: “OptiPlex 데스크탑에 사용된 재활용 자재 비율이 60%입니다.”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10월.
9.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2021년 4월 27일~2021년 5월 8일 실시된 ESG의 Dell OptiPlex 신뢰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고객 응답 기준. 현재 OptiPlex를 이용하고 있는 211명의
고객들이 “데스크탑 기술 경험이 최근 겪었던 어려운 시기에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예: 제품 릴리스 지연 방지, 높은 생산성 유지)”는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변함.
이 주장은 해당 항옥에 “매우 동의함” 또는 “동의함”이라고 답변한 고객들의 백분율(약 90%)을 기반으로 합니다. CLM-003503.
10.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2021년 4월 27일부터 2021년 5월 8일까지 실시된 ESG 설문조사 “Dell OptiPlex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Survey” 기준. 조직의 데스크탑 구매 결정 및 지
원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IT 의사 결정권자의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응답자 백분율, N=202). 중국, 콜롬비아 또는 과테말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LM003495
11. Dell의 의뢰로 IDC에서 작성한 백서, “The Business Value of Dell Technologies’ ProDeploy and Other Device Deployment Live-Cycle Services” 기준, 2021년 12월. 전 세계 455개 조직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산된 절감액은 배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IT 직원의 업무 시간 비용이 반영된 결과이며 ProDeploy Plus의 List Price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용 절감액 단위
는 미국 달러입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비교 솔루션 대비 Wyse Management Suite Pro Dell Hybrid Client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일부 Dell 커머셜 클라이언트에 사전 설치된 Dell Hybrid Client 소프트웨어에 대한 Dell 분석 결과 기
준. 2020년 7월. 자세한 정보: www.DellTechnologies.com/DellHybridClient
13.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PC Monitor Tracker, 2021년 1분기
14. Wyse ThinOS와 경쟁 제품을 비교한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3월. AD#G19000130
지리적 제한: 내부 분석을 기반으로 Dell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쟁업체의 근거 자료를 비교한 결과로 중국, 칠레, 홍콩,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 Dell.com/Opti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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