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L 클라이언트 솔루션

DELL
OPTIMIZER
Dell의 지능형 PC로
나만의 업무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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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맞춰 사용자별로 최적화되는 성능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디바이스의 성능을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협업과 생산성을 강
화해야 합니다.

Intelligent Privacy

ExpressConnect

Intelligent Audio

ExpressSign-in

ExpressCharge™

ExpressResponse

Dell Optimizer는 최고 수준의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비즈니스 PC*를 지원하여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Dell Optimizer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배터리 지속 시간, 오디오 설정 및 프라이버시를 자동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된 비즈
니스 AI 기반의 최적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작업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고유한 사용 패턴을 학습하
고 최적의 상태로 성능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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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어디서든 지능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괄적인 지능형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군1으로
기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다음 기능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지능
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Onlooker Detection을 사용하여 침입자 탐지 시 특
정 기능을 실행하거나 SafeScreen을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Look Away Detect는 사용자의 실제 행동에 따라
PC 화면의 밝기를 낮춥니다.
ExpressSign-in은 PC 근처에 사용자가 있으면 절전
을 해제하고 사용자가 멀어지면 PC를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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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ExpressResponse로 앱 성능 강화
스마트 시스템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ExpressResponse는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
케이션3의 속도와 성능을 관리하므로 매끄럽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Dell Optimizer가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덕분에 훨씬 더 원활하
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Sakkanart Udomdirekrirk
Pragma Technology 총괄 책임자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식
Dell Optimizer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면 머신 러닝
이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합니다. 즉, 각 프로
그램의 리소스 소비 방식을 평가하고 최적화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성능 향상
ExpressResponse는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학습한 후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과 처리할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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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ExpressConnect로 탁월한 연결성 지원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연결을 활용해 보십시오. ExpressConnect3는 세계 최고 수
준의 동시 멀티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른 데이터 및 비디오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합니
다.4 또한 어디서 작업하든 최적의 네트워크5에 연결됩니다.

동시 멀티 네트워크 연결
두 가지 네트워크 연결(유선 및 무선)을 사용
하여 데이터 및 비디오의 전송과 수신을 동시
에 수행하므로 다운로드 속도가 높아집니다.

3X

8X
^

버퍼링 감소

비디오 품질
향상^

대역폭 관리
어디에서나 컨퍼런스 애플리케이션에 우선적
으로 대역폭을 할당합니다.
자동으로 네트워크 전환
가능한 경우 더 강력한 네트워크로 전환하도
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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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더 많은 데이터
전송^

30%

더 빠른 앱 및
데이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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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ExpressCharge™로 전력 공급량 확대
ExpressCharge™는 전력 사용 습관을 분석하여 PC의 배터리 활용도를 향상시킵니다. 배터리 지
속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시스템을 더 빠르게 충전합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이 크
게 달라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Dell
Optimizer 덕분에 이제 전
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12
시간은 거뜬히 일할 수
있습니다."
Peiying Zhang
Schreder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담당 COO

전원이 부족해지기 전에 대비

35%

20분 안에
35%까지 충전.

60분 만에
0%에서 최대

80%
까지 배터리
충전.

화면 밝기, CPU 성능, Bluetooth 등을 조정함으로써
ExpressCharge™는 배터리가 최적의 성능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합니다.
가동과 운영 보장
1시간 만에 최대 80%를 충전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안
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ExpressCharge
Boost를 사용하면 단 20분 만에 배터리를 35% 충전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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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Intelligent Audio로 더욱 선명하게 대화
Intelligent Audio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시스템 볼륨을 안정화하여 회의 경험을
향상시키므로 안심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긴급 대피소는 굉장히 시끄
러운 장소입니다. Zo om이나
Teams 통화를 하기에 좋은 환
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
상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은 사
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칩니다. Dell Optimizer의
Intelligent Audio 기술이 큰 도움
이 됐습니다.”
Kelly Durand
필라델피아 People’s Emergency Center,
Director of Organizational Learning

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 제공
지능적인 노이즈 제거 기능은 신경망 기반의 노이즈 캔
슬레이션 기술을 통해 주변 소음을 자동으로 억제하므
로 회의 중 사용자의 음성만 동료에게 들립니다.
근접 마이크는 음성을 더 맑고 또렷하게 구현하므로 회
의와 팟캐스트에 적합합니다.
왜곡 감소 기능은 실시간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분석하고
하울링 없이 더 높은 출력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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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업무 중단 없이 생산성 유지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 워크플로의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 맞게 관리
사용자와 IT 의사 결정권자 모두를 위해 원활하고
관리하기 쉬운 업무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모듈형
설치 방식으로 업무 환경에 맞게 Dell Optimizer의
개별 기능과 모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ll Optimizer를 통해 실
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생
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Dario Ladu
스위스 freecon AG, Systems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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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OPTIMIZER
귀사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확인
요구 사항이나 용도에 맞게 Dell Technologies의 Dell Optimizer 기반 시스템을 선택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십시오.

OptiPlex

Latitude 노트북

3000 5000 7000 3000 5000 7000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9000 3000 5000 7000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3000 5000 7000

Intelligent Privacy
Analytics
ExpressSign-In
ExpressCharge™
ExpressConnect
ExpressResponse
Intelligent Audio

제품별 이용 가능 여부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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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gged 노
트북
5430

7330

Dell의 지능형 PC로 나만의 업무 환경 구축.
자세한 내용은 www.delltechnologies.com/optimiz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능형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에는 Onlooker Detection, Look Away Detect 및 ExpressSign-i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일부 Dell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하려면 64비트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3 ExpressConnect는 Dell Optimizer 소프트웨어 버전 2.0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com/support/home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고지 사항: 동시 멀티 네트워크 연결(또는 연결 기반의 그룹 형성)은 ExpressConnect의 새로운 연결 기능입니다. 두 개 이상의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비디오 트래픽의 전
송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5 신호 강도, 채널 혼잡도, 라우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권장 네트워크는 사용자 자격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명시된 시간당 배터리 와트(WHr)가 배터리 지속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인텔 빠른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하려면 기본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HDD, mSATA 또는 SSD가 필요합니다. OS 요구 사항 참조
8 무선 안테나 및 모듈은 시스템 구매 시에만 제공됩니다. Wi-Fi 6E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 Dell Latitude 9420은 브롬계 난연제(BFR)와 폴리염화비닐(PVC)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iNEMI Position Statement의 '할로겐 저감 전자 장치 정의(BFR-/CFR-/PVC-무함유)'에 명시된 BFR-/
PVC-/무함유 정의를 준수합니다. 플라스틱 부품에 포함된 브롬(브롬의 출처가 BFR인 경우) 함량은 1,000ppm(0.1%) 미만이고 염소(염소의 출처가 CFR, PVC 또는 PVC 공중합체인 경우) 함량은
1,000ppm(0.1%) 미만입니다. 모든 PCB(Printed Circuit Board) 및 기판 적층 플라스틱에 포함된 브롬/염소의 총 함량은 1,500ppm(0.15%) 미만이고 염소의 최대 함량은 900ppm(0.09%), 브롬의 최
대 함량은 900ppm(0.09%)입니다.
10 모바일 광대역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한 후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원격 진단 후 현장 서비스: 원격 진단은 기술 지원 담당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시스템 내부에 여러 차례 또는 장시간 직접 액세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기간(www.dell.com/warranty)에 발생했고 원격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격 진단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기술 지원 담당자를 파견하거나 부
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 조건이 적용됩니다.
12 Dell Services: Dell Services의 조건과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ell.com/servicedescriptions를 참조하십시오.
13 GB는 10억 바이트에 해당하고, TB는 1조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메모리 용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래픽을 지원하는 데 상당량의 시스템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4 Miracast 무선 기술: 호환되는 미디어 어댑터(별매, 디스플레이에 내장될 수 있음) 및 HDMI 지원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15 중량은 구성과 제조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미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17 Dell 분석 기준, 2020년 11월
18 미국 EPEAT에 등록된 EPEAT Gold는 국가 및 구성별로 다릅니다. 국가별 등록 상태는 www.epeat.net을 참조하십시오.
19 Dell 분석 기준, 2020년 10월.
20 내부 분석 기준, 2020년 9월.
21 신호 강도, 채널 혼잡도, 라우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권장 네트워크는 사용자 자격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ExpressResponse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Dell Optimizer는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방식을 몇 시간 동안 학습합니다.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Sysmark 2018 벤치마크를 사용한 Dell 테스트 결과 기준, 2020년 3월. 향상되는 정도는 제품 구성, 사용 방식,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ExpressSign-in은 Latitude 9000, 7000, 5000 Serie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제품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4 DO(Dell Optimizer)의 ExpressCharge™ 기능이 사용자의 고유한 사용 패턴을 학습하는 데는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다음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배터리 설정을 적용합니다. Dell Optimizer
Adaptive Battery 설정은 "Adaptive Battery Performance"라고 표시된 Power 기능 설정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향상되는 정도는 제품 구성, 사용 방식, 소프트웨어, 작동 조건, 전원 관리 설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상되는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pressCharge™는 40분 만에 0%에서 최대 80%까지 시스템 배
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상태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 사용을 권장하며 더 적은 용량의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시간은 시스템별로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pressCharge Boost는 시스템 전원이 꺼진 상태이며 배터리 온도가 16~45℃ 사이인 환경에서 20분 만에 0%에서 최대 35%까지
시스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pressCharge™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40분 만에 최대 80%까지 시스템 배터리 충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상
태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 사용을 권장하며 더 적은 용량의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시간은 시스템별로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 Dell 분석 기준, 2020년 9월. 재활용 자재의 중량 기준 비율.
26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모델 계산에 따른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0년 11월. 결과는 사용 방식과 컴퓨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7 Dell 내부 분석 기준, 2019년 11월.
28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모델 계산 및 연간 300만 회 키 입력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0년 11월. 결과는 사용 방식과 컴퓨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9 모바일 광대역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한 후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 Dell 분석 기준, 2021년 2월.
31 Dell 분석 기준, 2020년 9월. LCD 커버 덮개에 바이오플라스틱 21% 사용.
32 설계, 제조, 패키징, 제품 수명주기 유지 보수 및 EPEAT Gold 등록(Dell Precision, Latitude, OptiPlex 포트폴리오)을 비롯한 Eco 레이블 등록 수 기준, 2020년 5월.
* 경쟁 PC의 성능 지원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AD#CLM-003280
***ExpressCharge™는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ExpressCharge™ 기능이 작동하려면 시스템의 전원을 끄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시된 용량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정상 속도로 돌아갑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 사용을 권장하며 충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irstNet 및 FirstNet 로고는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 법적 고지 사항: 2020년 6월 Dell 연구소에서 수행한 테스트 결과 기준. 이 테스트에서는 ExpressConnect가 활성화 경우와 비활성화된 경우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
다. 테스트 결과는 테스트 조건에서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한 후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속도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요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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