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1위 모니터 브랜드*인 Dell은 그룹 수준부터 데스크탑 수준의 협업 솔루션
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택/원격 근무를 
하든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더 스마트하고 빠른 팀워크를 경험해 보세요.

팀워크의 새로운 기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cseries를 방문하십시오.

Dell C Series 모니터

http://Dell.com/cseries


협업 효율성 제고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업무 수행 방식의 혁신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기업은 디지털화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와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Dell C Series 모니터로 어떤 규모의 회의 공간에서든 세계적 수준의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ell은 데스크탑 비디오 컨퍼런싱에서 모바일 협업, 완벽한 회의 공간 지원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스플
레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사 결정권자의 67%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원격 근무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업무 환경 지원

조직의 46%는 현장 근무 직원이 재택/원격 근무 동료 또
는 고객과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회의실 수
를 늘릴 예정입니다.**

Dell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

내장된 5MP 카메라와 스피커,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를 갖췄으며 Microsoft Teams 전용 버튼을 통해 즉각
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ell 대형 모니터

최신 터치 기술이 탑재되고 다양한 크기와 최대 4K 해상
도로 제공되는 대형 모니터로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Dell 회의 공간 솔루션

어떤 회의 공간에서든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광범위
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의실 제품으로 회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ell 휴대용 모니터 

Dell 휴대용 모니터로 어디서나 듀얼 화면 생산성을 경
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노트북 동반자로 제작된 이 
모니터는 휴대가 용이하도록 초박형, 초경량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Dell C Series 모니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미래의 협업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는 Dell은 다양한 크기의 패널을 설계하여 고
객이 예산과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협업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휴대하기 편한 데스크탑 솔루션(14형~34형 커브드)부터 독
보적인 크기의 대형 모니터(55형~86형)까지 특별히 설계된 다양한 모니터로 
회의 공간을 완성해 보세요.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Dell 모니터는 집이나 사무
실 어디에서든 원활하게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설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려면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De l l 
Technologies는 Microsoft, Logitech, Zoom 등 협업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ell 회의 공간 솔루션을 통해 고객
은 검증을 거친 회의실 지원 환경을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

Dell 협업용 모니터에는 3년간 Advanced Exchange 서비스1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기간2 내에 모니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교체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장기적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탁월한 지원



C8621QT
특징: 4K 해상도, 인터랙티브 20포인
트 터치, 눈부심 방지 및 얼룩 방지 
표면, PC 슬롯을 이용한 OptiPlex 마
이크로 마운팅, IPS 유리 패널

C7520QT
특징: 4K 해상도, 인터랙티브 20포인
트 터치, 눈부심 방지 및 얼룩 방지 
표면, PC 슬롯을 이용한 OptiPlex 마
이크로 마운팅, IPS 유리 패널

C6522QT
특징: 4K 해상도, 인터랙티브 20포인
트 터치, 눈부심 방지 및 얼룩 방지 
표면, 팜 리젝션, PC 슬롯을 이용한 
OptiPlex 마이크로 마운팅, IPS 유리 
패널

C5522QT
특징: 4K 해상도, 인터랙티브 20포인
트 터치, 눈부심 방지 및 얼룩 방지 
표면, 팜 리젝션, PC 슬롯을 이용한 

OptiPlex 마이크로 마운팅, IPS 유리 
패널

C5519Q
특징: 4K 해상도, 터치 미지원, 눈부심 

방지 표면,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는 
브래킷을 이용한 OptiPlex 마이크로 

마운팅, VA(Vertical Alignment) 유리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DELL 대형 모니터로 가능

놀라운 화면 성능
원활한 협업을 위해 설계된 55형, 75형 또는 86형 4K 인터랙티브 터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청중들의 몰입도를 높
일 수 있습니다. IPS 기술을 사용하는 광시야각 덕분에 4K 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실내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일관
된 색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부심 방지 및 얼룩 방지 코팅이 시야를 방해하는 반사와 지문을 줄이고 일관된 선명도
를 유지합니다.

간편한 협업
최대 20포인트의 터치를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룹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쓰고 거의 랙 없이 손바닥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업계 표
준 소프트웨어 대부분과 호환되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터치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이 편안한 모니터
Dell ComfortView는 청색광 방출을 줄여 오랫동안 화면을 봐도 눈이 편안합니다.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DELL 대형 모니터로 가능

모두를 위한 환경. DELL의 독보적인 기술.
독보적인 Dell Screen Drop은 신장이 서로 다른 사용자의 편의
성을 고려한 선도적인 접근성 기능입니다.*** 패널 측면의 버튼
을 사용하면 표시된 이미지를 3개의 다른 높이 설정으로 낮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Dell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 
C5518QT, C5522QT, C6522QT, C7522QT, C8621Q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IN-ONE 솔루션
Dell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는 Dell OptiPlex 마이크
로 PC(별매)와 호환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후면 패
널에 매끄럽게 결합됩니다. 이는 구축과 네트워크 관리
를 간소화하는 All-in-One 솔루션으로, IT 부서에서 회
사의 보안과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는 디스플레이 솔
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의 표준 OS 이미지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잠금 모드 지원
잠금 모드는 IT 관리자가 메뉴와 전원 옵션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수로 종료되거나 설정이 변경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ell Screen Drop 기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편리한 높이 설정을 제공합니다.

100% 66% 50% 33%



협업 공간 혁신 
DELL 회의 공간 솔루션으로 실현

DELL 회의 공간 솔루션으로 협업 간소화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바로 이용 가능한 솔루션: 이 완벽한 회의실 지원 환경은 업무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
트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Dell 대형 모니터의 우수한 화면 기술과 Logitech의 고급 비디오 컨퍼런싱용 주변 기기에
서 지원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협업 소프트웨어 시스템(Microsoft Teams 룸 또는 Zoom Rooms)이 초소형 크기와 
강력한 데스크탑 성능을 자랑하는 Dell의 OptiPlex 마이크로에 사전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인터랙티브 소규모 모임 구역이나 대규모 회의 공간에서 협업 환경을 구축하든 협업 향상 기능, 손쉬운 연결 및  
간단한 관리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보십시오. 예산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Dell OptiPlex 마이크로는 
매립형으로 모니터 뒷면에 
깔끔하게 장착됩니다.

LOGITECH 회의용카메라 및 
스피커
스튜디오 품질의 비디오와 뛰어난 
음성 명확성을 제공하는 
All-in-One 시청각 시스템으로 호환
성 인증을 거쳐 사전 구성되므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협업 소프트웨어
선택한 협업 소프트웨어가 Dell OptiPlex 
마이크로에 사전 설치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Microsoft Teams 룸

Zoom Rooms

DELL 대형 모니터
이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뒷면에 시스템 
설치 공간이 있어 OptiPlex 마이크로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LOGITECH TAP 
터치 컨트롤러
콘텐츠 공유용 HDMI 입력 
포트가 포함된 10.1형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협업 공간 혁신
DELL 회의 공간 솔루션으로 실현

작은 규모 회의 공간 대규모 회의 공간중간 규모 회의 공간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보증
Dell의 회의 공간 솔루션은 Dell 하드웨어에 대해 3년 보증2을 제공하고 Logitech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최대 2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Dell의 회의 공간 솔루션은 모임 및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작은 협업 공간, 팀이 정보를 공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하는 중간 규모 공간, 교육을 위한 대규모 공간은 물론 현대화된 강의실까지 어떠한 공간에든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모든 회의 공간을 위한 설계



원활한 팀 협업 
DELL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로 가능

MICROSOFT TEAMS 인증을 받은 독보적 기술의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로  

가상 회의 환경 혁신†

안심하고 협업: 팝업 IR 카메라로 선명하고 또렷한 비디오 화질을 제공하고 듀얼 5W 내장 스피커로 명확하고 생생하
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협업 기술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연결성, 관리 용이성: 뛰어난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RJ45를 통해 저속 무선 네트워킹 영역에서도 안전하고 안
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USB-C®의 기능: 전원 공급과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전송을 모두 USB-C 케이블 하나로 처리하므로 쉽게 데
스크 공간을 설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ortana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나머지 작업이 수행됩니다. 

암호를 기억해 입력하는 것보다 더 
빠른 Windows Hello™3 안면 인식 
로그인 덕분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높이 조절, 기울기 
조절, 회전 기능으로 온종일 
작업해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시 작동하면서 화면의 
청색광 방출을 줄여 주는 
ComfortView Plus가 내장
되어 있어 협업 시 눈의 피로
가 최소화됩니다.

FHD 비디오 컨퍼런싱용 고화질 팝업 
카메라로 가상 경험을 혁신할 수 있습
니다. 



어디에서나 협업
DELL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로 가능

Dell 34 커브드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 
C3422WE

Dell 27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  
C2722DE

Dell 24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 
C2422HE

편안한 협업 
눈이 편안한 모니터: 색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청색
광 방출을 줄여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해 주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ComfortView Plus5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 조이스틱으로 간편하게 메뉴를 탐색하고 화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의 만남: 이 세련된 모니터는 작은 받침대를 특징으로 하며 모니터 라이저에 케이블을 숨기는 개선된 케이블 

관리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집이나 직장 어디에서나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허브 
생산성을  높이는  연결:  RJ45 및 

USB-C 포트를 통해 모니터와 연결
하면 깔끔한 작업 공간에서 안정적
인 이더넷 연결, 전원 공급, 오디오 
및 비디오 전송을 보장할 수 있습니
다.

강력한 USB-C의 기능: USB-C 연결
로 최대 90W의 전원 공급이 가능하
며 Always On PD(Power Delivery) 기
능으로 모니터 전원이 꺼진 경우에
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일 케이블 솔루션으로 최대 72%의 
작업 공간 설정 시간4을 절약하고 불
필요한 케이블을 줄여 전원 공급 및 
데이터와 오디오 전송을 모두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 2개의 초고속 USB 5Gbps(USB 3.2 Gen) 액세스 포트로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듀얼 화면 생산성 발휘
DELL 14 휴대용 모니터로 가능 

이동 중에도 듀얼 화면 생산성 발휘 

DELL 14 휴대용 모니터 C1422H로 가능

최고의 노트북 동반자: 1파운드 미만의 중량과 1/4인치 미만의 두께의 초경량, 초박형 14형 FHD 모니터로 어디서나 

듀얼 화면 생산성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화면: 협업에 적합한 광시야각을 제공하는 IPS(In-Plane Switching) 기술을 갖춘 FHD 패널로 확장된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화면 환경: 실내외에서 탁월한 사진 및 비디오를 제공하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밝기 제어 기능으
로 디스플레이 조명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10도에서 90도까지 
구부러지는 연속 기울기 조절 스
탠드를 갖추고 있으므로 어디서
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
도록 설계된 이 14형 FHD 휴
대용 모니터로 원활하게 공
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전송과 전원 공급을 모두 처
리하여 효율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지원하는 단일 USB-C 
케이블로 모니터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패스스루6 기능
으로 중단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
록 설계된 유연한 USB-C 케이블로 
뛰어난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
다. 부드럽고 유연한 이 와이어는 휴
대가 간편하고 어떤 가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협업 지원

어디서나 바로 협업 지원: 쉽게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14형 휴대용 모니터로 원활하
게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춰 편안하게 조절: 10도에서 90도까지 

구부러지는 연속 기울기 조절 스탠드로 어디서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눈이 편안하고 편리한 디스플레이: 밝기용 빠른 액
세스 버튼과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유해한 청색광 방출을 줄이는 기능인 ComfortView를 통해 단순한 화면 디스플레이를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안정성과 보호 기능: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니터에는 보호용 슬리브와 3년 Advanced Exchange 

서비스가 제공됩니다.1 

편리한 사용성 

효율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 비디오 전송과 전원 공급
을 모두 처리하여 효율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지원하는 단일 USB-C 케이블로 모니터를 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케이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
록 설계된 유연한 USB-C 케이블로 깔끔한 설정과 뛰
어난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이 와이어는 휴대가 간편하고 어떤 가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듀얼 화면 생산성 발휘
DELL 14 휴대용 모니터로 가능 

전원 패스스루: 전원 패스스루 기능으로 중단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6

다용성을 지닌 디자인: 모니터를 노트북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듀얼 USB-C 

포트가 다용성과 향상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모듈형: Dell USB-C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USB-C 연결 기능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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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 모니터는 8년 연속(2013년 2분기~2021년 1분기)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IDC Worldwide Quarterly PC Monitor Tracker, 2021년 1분기.
**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작성된 Forrester Consulting Thought Leadership Spotlight: How Monitors Deepen Your Employee Experience and Support Your Distributed 

Workforce, 2020년 7월
*** Dell 내부 분석 기준, 2018년 11월. C8621QT, C7520QT, C5518QT 모니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쟁업체 데스크탑 모니터의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10월.
1 Advanced Exchange 서비스: Dell은 전화/온라인 진단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의 경우 교체용 모니터를 영업일 기준 익일에 배송해 드립니다. 배송지에 따라, 그리고 55
형 이상 모니터인 경우 배송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함이 발생한 유닛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부과됩니다. dell.com/servicecontracts를 참조하십시오.

2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증서가 필요하시면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dell.com 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3 Windows Hello를 사용하려면 지문 인식기, 조광 IR 센서 또는 기타 생체 인식 센서 등의 전문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4 출처: Dell의 의뢰로 작성된 Principled Technologies 보고서 기준, 2018년 11월.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s://www.principledtechnologies.com/Dell/

P2419H_monitor_productivity_1118.pdf
5 출처: TÜV Rheinland 인증 획득 – 청색광 저감 하드웨어 솔루션 및 깜박임 방지.
6 기본 제공되지 않는 전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7 타사 USB-C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ell은 식자 또는 사진상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1 Dell Corporation Limited. Dell 및 Dell 로고는 Dell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USB Type-C® 및 USB-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모든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상표 및 이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 또는 관련 제품을 지칭합니다. Dell은 다른 주체의 상표와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합니다.

Dell 모니터
수상 경력에 빛나는 혁신적인 Dell 모니터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예산에 맞는 
광범위한 선택 사항을 제공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능과 뛰어난 

신뢰성, 업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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