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혹독한 환경에서도 거뜬히 사용하도록 설계

Dell Rugged 노트북, 태블릿 및 액세서리

궁극의 현장 생산성
Dell Rugged 노트북, 태블릿 및 액세서리로 동급 최고 수준의 내구성,
신뢰성, 현장 생산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ell.com/Rugged를 참조하십시오.

Dell Rugged 노트북과 태블릿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작업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합
니다. Dell Rugged 제품이라면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l Rugged는 힘든 환경에서도 세계적 수
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극도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RUGGED

어디에서든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

작업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ll Rugged 노트북과 태블릿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디스플레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한 터치 기
능, 기존 IO 기능, 고급 무선 연결 등의 기능을 통해 어떤 작업 방
식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Rugged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매우 까다로운 작업 현장
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Dell Rugged 시스템에서도
다른 Dell Latitude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과 관리 용이성, 신뢰성으로 기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급 관리 기능

DELL RUGGED 제품군의 특징
• 최신 Rugged 노트북 및 태블릿 제품군의 5G 연결 옵션
• 최신 Semi-Rugged 노트북의 전문가급 그래픽 옵션
• 최대 1,400니트로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며 반사 방지 처리되었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터치를 지원하는 화면
• 모든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며 태블릿에서도 사용 가능한 완전 방수 맞춤형 RGB 백라이트 키보드
• 물리적인 개인 정보 보호 셔터를 갖춘 웹캠
• 최신 Rugged 노트북 제품군에서 인텔 802.11ax/Wi-Fi 6E 제공, 태블릿에서 Bluetooth 옵션과 함께 듀얼 밴드를 지원하는
Wi-Fi 6E 제공
• 전용 GPS
• MIL-STD-810H 테스트 및 IEC IP(Ingress Protection) 표준에 대해 독립적으로 인증
• Dell Data Protection | Encryption 및 TPM | ControlVault™ 고급 인증으로 확실한 보안 제공
• 이동성, 충전, 도킹, I/O(Input-Output) 카테고리에 걸친 다양한 Rugged 노트북 및 태블릿용 Rugged 액세서리
• 최신 Rugged 노트북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도킹
• Rugged 디바이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전용 소프트웨어(Rugged Control Center)

Dell Rugged 제품군 소개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RUGGED 노트북 및 태블릿

LATITUDE 7230 RUGGED EXTREME 태블릿
매우 가볍고* 강력하며* 동급 제품 중 가장 큰* 화면 공간을 제공하는 12형
Fully-Rugged 태블릿으로 어디서나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멀티 터치가 가능하고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1,200니트의 화면이 탑재된 Latitude 7230 Rugged Extreme 태블릿은 어떤 작
업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 스왑 가능 듀얼 배터리 옵션으로 온종
일 간편하게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Latitude 7230 Rugged Extreme 태
블릿은 FirstNet Ready™ with Band 14를 지원합니다.

LATITUDE 7330 RUGGED EXTREME 노트북
매우 작은** 5G 지원 13형 Fully-Rugged 노트북으로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도 문
제 없이 작업하십시오.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최대 2TB의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PCI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탑재된 이 IP-65 등급 노트북
은 MIL-STD-810H 사양 테스트를 거쳐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으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 가능하고 1,400니트의 밝기를 자랑하는 FHD 터치스크린 옵션
덕분에 한낮의 햇빛 아래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5시간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갖춘 듀얼 핫 스왑 가능 배터리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Latitude 7330
Rugged Extreme 노트북은 FirstNet Ready™ with Band 14를 지원합니다.

LATITUDE 5430 RUGGED 노트북
†

†

매우 가볍고 매우 강력한 5G 지원 14형 Semi-Rugged 노트북으로 어디서든 작
업할 수 있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최대 2TB의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PCI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탑재된 이 IP-53 등급 노트북은
MIL-STD-810H 사양 테스트를 거쳐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에서도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 가능하고
1,100니트의 밝기를 자랑하는 FHD 터치스크린 옵션 덕분에 직사광선 아래에서
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5시간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갖춘 듀얼 핫 스왑
가능 배터리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Latitude 5430 Rugged 노트북은 FirstNet
Ready™ with Band 14을 지원합니다.

Dell Rugged 노트북 및 태블릿용 액세서리
어디서든 업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RUGGED 솔루션

사무실 환경

RUGGED 키보드

RUGGED 데스크 도크

LIND 모듈형 배터리 충전기 충전 베이

간편하게 제자리에 고정되어 태블릿을
2-in-1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P-65 등급
풀사이즈 키보드를 추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포트 출력으로 향상된 비디오
연결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중 케이블
잠금장치 슬롯으로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으며
Latitude 14/12 Rugged Extreme 및 Latitude 14
Rugged 노트북과 호환됩니다.

Dell Latitude Rugged 노트북 또는 태블릿의
배터리를 항상 완충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차량 내부

RUGGED 태블릿 차량 도크

차량/기내용 DC 어댑터

RUGGED 노트북 차량 도크

Havis, PMT 및 Gamber Johnson 도크로
Rugged 태블릿을 차량에 장착하여 이동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Dell™ 전원 어댑터로 차량, 기내, 사무실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원을 공급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ll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배터리까지 충전하는 올인원 DC
디바이스입니다.

Havis, PMT 및 Gamber Johnson 도크로
Rugged 노트북을 차량에 장착하여 이동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현장 환경

RUGGED 태블릿 액세서리
태블릿용 회전식 핸드 스트랩, 모바일 스탠드, 하드 핸들, 나일론
소재의 견고한 손잡이, 그리고 노트북용 숄더 스트랩, 나일론
소재의 손잡이, Rugged 백팩 등 맞춤형 액세서리로 어디서든
현장에서 간편하게 Rugged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마운트
어떤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VESA 마그네틱
백플레이트로 Rugged 태블릿을 모든
표면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RUGGED 액티브 펜
Rugged 태블릿에서 IP-55 등급의
Rugged 액티브 펜을 사용하면 종이
위에 펜으로 적는 것과 같은 응답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