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어디서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놀랍도록 빠른 시스템으로 VR에서
도 사실적이고 정교한 시각 효과를 
다룰 수 있습니다.

6페이지

미디어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원활
하게 감독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선을 사로잡는 탁월한 드로
잉과 벡터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궁극의 성능을 활용하여 제작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활용 사례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 확장 또
는 축소하도록 설계된 확장 가능한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에디터

시각 효과 아티스트

미디어 회사 경영진

애니메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Dell은 일정에 맞춰 뛰어난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급 툴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편집을 지원하는 성능

Dell Precision 7920 타워 워크스테이션은 
Adobe®, Avid®, Blackmagic Design, Autodesk 
등의 비디오 및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최고 
수준의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Dell의 
포괄적인 하드웨어 솔루션을 통해 에디터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을 위한 권장 솔루션

A   Dell Precision 7920 타워
B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C   Dell UltraSharp 32 4K USB-C 허브 모니터 - 

U3223QE
D   X-Rite 컬러리미터 i1Display Pro
E.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오디오 편집을 위한 권장 솔루션

F.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G. Dell Precision 5570
H. Dell Thunderbolt(TM) Dock - WD22TB4

로컬/오프라인 렌더링, 시각 효과 및 최종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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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로젝트 복잡성과 일정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하도록 설계된 확장 가능한 기술로 포스트 프로

덕션 작업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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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만큼 빠른 제작을 
위한 탁월한 선택

Dell의 최신 전문 기술로 멋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5820 타

워 워크스테이션의 강력한 성능을 통해 애

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큼 빠르게 제작

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솔루션으로 애니메

이션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세요. Adobe®, 

Autodesk 및 MAXON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

어에 매우 적합합니다.

권장 솔루션

A  Dell Precision 5820 타워

B   Dell UltraSharp 27 4K USB-C 허브 모니터 - 

U2723QE

C   Dell UltraSharp 27 4K PremierColor 모니터 - 

UP2720Q

D  HTC Vive Pro2†

E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으로 복잡한 시각 효과를 지원하므로 까다로운 관객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 일부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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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터

놀라운 디테일과 품질을 구현하면서 빠듯한 제작 일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Creativity made real

Dell Precision 7920 타워 워크스테이션을 특

징으로 하는 솔루션으로, 기존 영상을 컴퓨

터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효율적으로 결합

해 사실적인 장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Dell 

UltraSharp 모니터 및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

면 Autodesk® Flame, The Foundry's Nuke™ 등

의 소프트웨어에서 놀라운 색 정확도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권장 솔루션

A.  Dell Precision 7920 타워

B.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C.  Dell UltraSharp 32 4K USB-C 허브 모니터 - 

U3223QE

D.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E.  X-Rite 컬러리미터 i1Display Pro

F.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촉박한 기한에도 고품질의 매끄러운 렌더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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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효과
궁극의 성능으로 VR을 비롯하여 복잡한 시각 효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창의적인 비전의 구체화

아티스트는 영감이 최고조일 때 최고의 작품
을 만들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5770 모
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방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고
의 작품을 고객에게 보여주면 작품뿐만 아니
라 아티스트도 인정을 받습니다.

Precision 5770은 이동 중에 작업하는 아티스
트에게도 적합하지만, 도킹 스테이션으로 Dell 
UltraSharp PremierColor 모니터와 컬러리미터
를 연결하면 색 정확도가 보장되고 다양한 툴
을 통해 데스크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권장 솔루션

A   Dell Precision 5770

B   Dell UltraSharp 32 HDR PremierColor 

모니터 - UP3221Q

C   3Dconnexion SpaceMouse Pro Wireless

D   Dell Thunderbolt Dock - WD22TB4

E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F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G. HTC Vive Pro†

H. Dell Premier 백팩 15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작업을 위한 디자인 일정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 일부 국가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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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이너
어디에서든 제작하고 협업하도록 설계된  

기술로 영감을 실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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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비전의 구체화
Latitude 9420은 초소형의 16:10 화면 종횡비
와 최고 수준의 지능적인 14형 울트라 프리미엄 
비즈니스 PC를 통해 협업의 기준을 새롭게 정
립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자동 SafeShutter
를 통해 3D 스피커폰, Intelligent Audio 및 첨단 
카메라 기술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pressConnect, Wi-Fi 6E 지
원, 5G 및 eSIM 옵션으로 어디서나 연결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ComfortView Plus를 사용
하면 이전 세대 대비 66% 향상된 CPU 성능과 
5% 더 커진 16:10 화면 종횡비로 생산성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텔® Evo™ v프로® 기
술은 노트북 또는 2-in-1에서 제공됩니다. 근무
지에서는 Latitude를 Dell Thunderbolt Dock와 
UltraSharp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창의적 측면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영진이라면 Dell Precision 5570 모바일 워크
스테이션을 고려해 보세요.

권장 솔루션

A. Latitude 9420

B. Dell Premier 백팩 15 - PE1520P

C. Dell EcoLoop 레더 슬리브 14 - PE1422VL

D.  Dell UltraSharp 38 커브드 USB-C 허브 

모니터 - U3821DW*

E. Dell Premium 액티브 펜 - PN579X

F.  Dell Premier 충전식 모바일 무선 마우스 - 

MS7421W

G. Dell 7-in-1 USB-C 멀티포트 어댑터 - DA310

고품질 스피커폰을 사용하여 팀과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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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회사 경영진

사내에서든 이동 중이든 원활하게 미디어 회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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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Dell 전문가용 툴로 더욱 스마트하고  
빠른 경험을 보장합니다.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com/precision을 참조하십시오.

http://dell.com/precision


Copyright © 2022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EMC,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1  배터리 지속 시간: Mobile Mark 2014 배터리 지속 시간 벤치마크 테스트를 사용하여 인텔 i5-8265U, 8GB RAM, 128GB PCIe SSD, WLAN/WWAN, FHD 터치 및 78Whr 배터리를 탑
재한 Latitude 7400 2-in-1에 대해 수행한 테스트 결과 기준. 이 벤치마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bapco.com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결과는 비교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배터리 지속 시간은 제품의 구성과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 사용량, 작동 조건, 전원 관리 설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테스트 결과보다 상당히 짧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배터리 지
속 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 독보적인 16:10 화면 종횡비를 갖춘 14형 울트라 프리미엄 비즈니스 PC에 대한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1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적인 PC에 대한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10월.

**셔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동 웹캠 SafeShutter에 대한 Dell 분석 결과 기준, 2020년 11월.

*** 모바일 광대역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 조건 및 서비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www.bap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