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L LASER 유선 마우스 – MS3220

고정밀 제어

높은 정밀성

뛰어난 생산성

견고한 내구성

Dell Laser 유선 마우스 MS3220으로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3200DPI 감도로 고해상도 4K 모니터를
쉽고 편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토글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원하는 사
전 설정 DPI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면 웹 페이
지를 앞뒤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
다. 원활한 워크플로를 위해 Dell Peripheral
Manager를 사용해 바로 가기 버튼을 원하는
명령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
다. Peripheral Manager를 사용하면 연결 상태
확인과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편리하게 실
행할 수 있습니다.

Dell Laser 유선 마우스는 엄격한 테스
트를 통해 Dell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
됩니다.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으로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Dell Advanced Exchange 서비스1를
통해 3년 보증2 기간 동안 결함이 발생
하면 영업일 기준 익일에 교체용 마우
스를 배송해 드립니다.

특징 및 기술 사양

DPI 토글 버튼(4단계 조정
가능 DPI)
DPI 표시등

양손잡이용 디자인
설정 가능한
스크롤 휠 클릭
설정 가능한 버튼

블랙 색상 구매 가능

Dell Laser 유선 마우스 – MS3220
색상

블랙, 타이탄 그레이

연결 포트

유선 USB 2.0

센서 방식

레이저

스크롤

기계

해상도(DPI)

400, 800, 1600, 3200

버튼 개수

5개(3개는 설정 가능)

크기
높이

38.9mm(1.53")

길이

115.3mm(4.54")

가로

62.9mm(2.47")

케이블 길이

1800mm(70.87")

중량(케이블 포함)

98g(0.21lb)

OS 지원

USB 2.0
Windows 7, Windows 8.1 및 10, Mac, Linux(Red Hat Enterprise 8.0/Ubuntu 18.4), Chrome, Android OS
Dell Peripheral Manager
• Windows 10 이상

소프트웨어

Dell Peripheral Manager
• 바로 가기 버튼 설정
• 접속 상태
• 펌웨어 업데이트

보증

3년 Advanced Exchange 서비스1

패키지 구성

마우스
설명서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온라인 진단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용 부품/장치가 배송됩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2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서가 필요하면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dell.com 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