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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 4K 웹캠

업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품질2

세련된 프리미엄
디자인

탁월한 사용
편의성

대형 4K Sony STARVIS™ CMOS
센서, 다중 렌즈 및 AI 오토 프레이
밍이 포함된 고급 이미지 신호 처리
로 영상을 최적화하는 전문가급 웹
캠으로 비디오 컨퍼런싱 경험을 개
선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부드러
운 텍스처의 금속으로 마감 처리된
Dell UltraSharp 웹캠은 멋지게 구현
되어 세련된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테두리가 거의 없는 모니터에 장착된
웹캠은 하나의 픽셀도 가리지 않고
깔끔하게 상단에 배치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활한 웹캠 마운팅
솔루션1이 제공되므로 전문가급 웹캠을
훨씬 짧은 시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ll ExpressSign-in은 사용자가 가까워
지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Windows Hello
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로그인합니다.

프리미엄 웹캠 인사이드 아웃

Dell 최초의 4K HDR 웹캠으로 선명하고 밝은 전문가급 비디오 품질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캠에는 어디서나 더 많은 빛을 포착하여 선명하고 생생
한 비디오 선명도를 제공하는 대형 4K Sony STARVIS™ CMOS 센서가 내장
되어 있으므로 동급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2

업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품질2

맞춤 구성 및 다양한
기능

세련된 프리미엄
디자인

다양한 마운트 방법

웹캠 내부의 고급 이미지 신호 처리를 통해 시각적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디지털 오버랩 HDR은 극한의 조명 환경에서 탁월한 화질을 보장
하는 한편, 비디오 노이즈 리덕션은 어두운 곳에서도 거친 이미지를 자동으
로 제거합니다. AI 오토 프레이밍 덕분에 사용자는 언제나 화면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Dell Peripheral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밝기, 선명도, 명암 및 채도, 디지털 줌, 자동 초점을 손쉽게 조정하거나
65°, 78° 및 90° 옵션으로 원하는 시야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부드러운 텍스처의 금속으로 마감 처리된 Dell
UltraSharp 웹캠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도록 제작되었습
니다. 웹캠을 마운트하는 경우에도 테두리가 거의 없는 모니터에서 화면을
막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의 웹캠 마운팅 솔루션1으로 툴 없이도 자석 마운트 또
는 삼각대 어댑터에 장착하여 웹캠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앞의
삼각대에 웹캠을 놓으면 화면 스크립트를 읽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카메
라 시선을 놓치지 않고 대상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웹캠 마운트의
케이블 관리 슬롯을 통해 깔끔하고 전문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웹캠에 다가가면 Dell ExpressSign-in이 노트북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Windows Hello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프라이버시 셔터
캡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즈도 보호합니다. 안전
한 보관을 위해 웹캠의 원통형 본체 뒷면에 자석으로 부착됩니다.

안전하고 손쉬운
사용

Microsoft Teams 및 Zoom에 사용하도록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주요 UC 플
랫폼과 호환되는 UltraSharp 웹캠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활하게 작
동합니다.

특징 및 기술 사양

근접 센서

IR 센서
유리 커버

렌즈의 덮개를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
관을 위해 뒷면에 부착할 수 있
습니다.

다중 렌즈

Sony STARVIS™ 4K CMOS 센서

백색 LED 표시등

이 세련된 웹캠 마운트를 통해
테두리가 거의 없는 모니터에
서 화면을 막힘 없이 볼 수 있
습니다.

Dell UltraSharp 웹캠 – WB7022

UC 앱

카메라 주요 특징
해상도/FPS

4K UHD/24, 30
Full HD/24, 30, 60
HD/24, 30, 60

인증

Microsoft Teams, Zoom

기타 최적화된 앱

Skype for Business, Go To
Meeting, Google Meet, Google
Hangout, Blue Jeans, Slack,
Lifesize, Webex

메가 픽셀

8.3MP

센서 브랜드

대형 Sony STARVIS™ CMOS
센서

디자인 및 연결

FOV(Field of View)

65도, 78도, 90도

웹캠 크기(지름 x 길이)

HD 디지털 줌

최대 5배

42mm x 90mm
1.65" x 3.54"

자동 초점

지원

웹캠 마운트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32mm x 65mm x 9.4mm
1.25" x 2.56" x 0.37"

자동 조명 보정

(1) 고급 디지털 오버랩
(DOL) HDR
(2) 비디오 노이즈 리덕션
(3D+2D)
• 시간축 노이즈
리덕션(3DNR)
• 공간축 노이즈
리덕션(2DNR)

재질

산화 방지 알루미늄

PC/모니터 연결

USB-A

인박스 분리형 케이블

USB-C와 USB-A 연결, 2m

자동 화이트 밸런싱

지원

AI 오토 프레이밍

지원

마이크

지원 안 함

프라이버시 개선
외부 프라이버시
커버/렌즈 캡

지원(자석 부착형)

Windows Hello

지원

Dell 기반의 Dell

Express Sign-In
(Windows OS만 해당)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웹캠에
자석 마운트를 부착하고 깔끔
한 케이블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지원
소프트웨어

Windows OS용 Dell Peripheral
Manager
Mac OS용
Dell Display Manager

OS 지원

Win11/10 64비트
Mac OS

보증3

3년

인박스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
하여 웹캠을 삼각대4에 유연하
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Certified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품질을 선사하는
2
4K 웹캠
액세서리
Dell UltraSharp 웹캠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액세서리로 완벽
한 사용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DELL ULTRASHARP 40 커브드 WUHD 모니터 U4021QW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MH3021P

정확한 색상과 탁월한 선명도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40
형 커브드 WUHD 5K2K 모니터로 차원이 다른 생산성
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Thunderbolt™ 3, RJ45 등 다양
한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화를 자동으로 음소거하고 음소거 해제하는
스마트 센서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을 제공하는 이 Teams 인증 무선 헤드셋을 사
용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USB-C 멀티포트 어댑터5가 장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커폰으로 원활한 올인원 회의 및
연결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Microsoft Windows 10 및 11 운영 체제에만 호환됩니다. Mac 운영 체제의 경우 Dell Display 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1 외부 4K 개인용 컨퍼런싱 웹캠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21년 4월.
2 Dell Technologies의 의뢰를 받아 수행된 20명의 숙련된 웹캠 사용자에 대한 독립적인 사용자 연구 기준. 참가자들은 균일한 저대비 및 고대비 조명 조건에서 Dell UltraSharp 웹캠과
주요 경쟁업체의 외장형 4K 개인용 컨퍼런싱 웹캠으로 스트리밍된 라이브 웹 회의 비디오의 밝기, 색 포화도 및 선명도를 평가했습니다(실제 웹캠이나 브랜드는 참가자에게 표시되
지 않음)(2021년 6월).
3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서가 필요하면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dell.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4 삼각대 불포함.
v5 05/2022
5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