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에
맞춰 사용자별로
최적화되는 성능.
Dell Optimizer는 고유한 사용 패턴에 맞춰
성능을 조정하여 한층 향상된 연결성, 오디오
및 성능을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PC*입니다.

사용자의 고유한 사용 패턴을
학습하는 시스템.
고유한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이에 맞춰 반응하는 내장형
AI 기반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Dell Optimizer로 한층 더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PC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ell 제품 중 가장 포괄적인
Intelligent Privacy 기능 제공.*

더 뛰어난 연결성으로
화상 회의 중단 최소화.

향상된
사운드 및 오디오 경험.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에 맞춰
설계된 지능형 기능.
어디에서나 원활하게 연결하고, 협업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최신 Dell Optimizer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Privacy1
Onlooker Detection 기능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탐지되면
텍스처화 기능을 실행하거나 Safe
Screen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Look Away Detect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PC 화면의 밝기를
낮춥니다.
······
ExpressSign-In은 PC 근처에
사용자가 있으면 시스템 절전을
해제하고 사용자가 멀어지면
PC를 잠급니다.

3배

8배

더 줄어든
버퍼링.**

ExpressConnect2

더 우수한
비디오 품질.**

20%

동시 멀티 네트워크 연결3
최대 두 개의 네트워크(유무선)를
동시에 사용하여 데이터 및 비디오
다운로드 속도를 높입니다.
······
대역폭 관리
어디에서나 컨퍼런스 앱에 우선적으로
대역폭을 할당합니다.
······
자동으로 네트워크 전환
가능한 경우 더 강력한 네트워크로
전환하도록 권장합니다.

30%

더 향상된
데이터 전송.**

더 빨라진
앱 및 데이터 처리.**

Intelligent Audio
지능적인 노이즈 제거
뉴럴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로 배경
소음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
근접 마이크
음성을 더 맑고 또렷하게 구현하므로
회의와 팟캐스트에 적합합니다.
······
왜곡 감소
실시간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분석하고
하울링 없이 더 높은 출력을 구현합니다.

ExpressResponse
ExpressResponse는 선택한 앱을
학습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ExpressCharge™4
배터리 성능 향상을 통한
중단 없는 가동
1시간 만에 최대 80%를 충전하며,
ExpressCharge Boost를 사용하면
20분 만에 35%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5

60분 만에
0%에서 최대

약 20분 만에

80%

35%

까지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까지 충전.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제품.
Dell Optimizer는 스토리지 사용량이 많은 앱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ExpressResponse로 고급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사용자는 고유한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합니다.

워크로드, 시스템 성능
및 시스템 진단에 대한
보고를 실행합니다.

PC 가용성6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기 위한 정보.
Dell Technologies는 Dell Optimizer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궁극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OptiPlex 데스크탑

Latitude 노트북

3000

3000

5000

7000

5000

7000

9000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Rugged 노트북

3000

5430

5000

7000

7330

Intelligent Privacy†

분석

ExpressSign-In†

ExpressCharge™†

ExpressConnect

ExpressResponse

Intelligent Audio

†

타워 또는 랙 워크스테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별 이용 가능 여부는 여기를 클릭해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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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PC의 성능 지원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Intelligent Privacy는 일부 Dell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ExpressCharge™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pressCharge™ 기능이 작동하려면 시스템의 전원을 끄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시된 용량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속도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ntelligent Privacy는 일부 Dell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ExpressConnect는 Dell Optimizer 소프트웨어 버전 2.0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com/support/home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동시 멀티 네트워크 연결(또는 연결 기반 팀 구성)은 ExpressConnect의 새로운 연결 기능입니다. 두 개 이상의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비디오
트래픽의 전송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ExpressConnect는 Dell Optimizer 소프트웨어 버전 2.0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com/support/home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ExpressCharge™를 선택하면 60분 만에 0%에서 최대 80%까지 시스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상태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더 적은 용량의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시간은 시스템별로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Adaptive Charge의 기본 모드
또는 ExpressCharge™를 선택하면 시스템 전원이 꺼진 상태이고 배터리 온도가 16~45℃ 사이인 환경에서 20분 만에 0%에서 최대 35%까지 시스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pressCharge™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60분 만에 최대 80%까지 시스템 배터리 충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상태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더 적은 용량의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 시간은 시스템별로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ExpressCharge™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pressCharge™ 기능이 작동하려면 시스템의 전원을 끄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시된 용량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속도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Dell Optimizer 기능은 디바이스별로 다릅니다. Dell Optimizer는 Latitude Chromebook Enterpris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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