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ISION 3440 SFF

탁월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소형 폼 팩터.

공간 절약형 설계

지능형 성능

소형 폼 팩터는 워크스테이션급 성능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공간이
제약된 작업 공간에 적합합니다. Wi-Fi 기능 옵션과 다양한 액세스
가능 포트를 이용해 필요한 모든 것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Dell Optimizer for Precision
은 사용자가 작업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사용자의 스타일에 적응하
여 더 스마트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생성하는 인공 지능 소프트웨
어입니다. 그 결과로 시스템 응답성, 애플리케이션 성능, 스토리지
및 오디오 최적화, 네트워크 연결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
든 이점은 WorkspaceOne 또는 Dell SCCM에서 관리하는 단일 콘
솔에서 실현할 수 있으며, IT 팀에서 원격으로 Optimizer를 배포, 구
성,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

미션 크리티컬 신뢰성

10세대 인텔® 코어™ 또는 제온® 프로세서와 최대 128GB 용량과
최고 2933MHz의 더 빠른 메모리 속도로 고성능이 요구되는 작업
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W의 그래픽 지원으로
AMD Radeon™ Pro 또는 NVIDIA Quadro® 전문가용 그래픽을 사용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최고 속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TB
까지 확장 가능한 SATA 또는 PCIe NVMe SSD 스토리지 옵션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상적인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단일 비트 메모리 오류를 식별하고 수
정하는 ECC(Error Correcting Code) 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ll의 독보적인 Reliable Memory Pro 소프트웨어는 ECC 메모리를
기반으로 잘못된 메모리 섹터를 식별하고 메모리가 위험 수준에 도
달하여 교체해야 할 경우 알림을 전송하여 메모리 관련 오류를 방
지할 수 있는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권장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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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
스 | KM717

3DCONNEXION SPACEMOUSE
WIRELESS

PRECISION 소형 폼 팩터 먼지 필터

거의 모든 작업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
자인으로 생산성을 높여 보세요. Bluetooth
로 호환 디바이스를 2개까지 동시에 페어링
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Dconnexion의 특허받은 6DoF(6-Degreesof-Freedom) 센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CAD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카메
라 위치를 조작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되었
습니다. 3Dconnexion 컨트롤러 캡을 밀거나
당기고, 비틀거나 기울이기만 하면 3D 도면
을 직관적으로 이동, 확대/축소, 회전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을 위해 맞춤 제작된 외부 먼지
필터는 간편하게 장착하고 물로 헹궈 사용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 요소의 깨끗하고
원활한 작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LL ULTRASHARP 49형 커브드 모
니터 | U4919DW

DELL 27형 USV-C
모니터 | PP2720DC

울트라 와이드 뷰, 멀티태스크 기능 및 매끄러
운 USB-C 연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49형
듀얼 QHD 커브드 모니터로 작업에 더욱 몰입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확장하는 27형 QHD USB-C
모니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
잡한 케이블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중요한
모든 작업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특징 및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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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옵션4

3.5인치, 2TB, 7200RPM, SATA HDD
M.2 2280, 256GB, Gen 3 PCIe x4 NVMe, Class 40
SSD
M.2 2280, 512GB, Gen 3 PCIe x4 NVMe, Class 40
SSD
M.2 2280, 1TB, Gen 3 PCIe x4 NVMe, Class 40 SSD
M.2 2280, 2TB, Gen 3 PCIe x4 NVMe, Class 40 SSD
M.2 2280, 256GB, Gen 3 PCIe x4 NVMe, Opal SelfEncrypting 2.0 Class 40 SSD
M.2 2280, 512GB, Gen 3 PCIe x4 NVMe, Opal SelfEncrypting 2.0 Class 40 SSD
M.2 2280, 1TB, Gen 3 PCIe x4 NVMe, Opal SelfEncrypting 2.0 Class 40 SSD
M.2 2280, 512GB, Gen 3 PCIe x4 NVMe, Class 50
SSD
M.2 2280, 1TB, Gen 3 PCIe x4 NVMe, Class 50 SSD

스토리지
컨트롤러

내장: SATA 6Gb/s 및 호스트 기반 RAID 0/1을
지원하는 인텔 빠른 스토리지 컨트롤러 12.0

통신

내장: 인텔 이더넷 연결 I219-LM 10/100/1000
옵션: 인텔 10/100/1000 PCIe 기가비트 네트워킹 카드
Aquantia® AQtion™ AQN-108 5/2.5GbE NIC 어댑터
옵션: 무선/Bluetooth, v프로 지원

4개의 DIMM 슬롯, 최대 128GB 2933MHz 비-ECC 및
ECC DDR4 메모리

오디오 컨트롤러

내장 Realtek ALC3246 고해상도 오디오 코덱(2채널)

One PCI Express® x16 Gen 3 그래픽 카드
최대 50W
엔트리급 3D 카드:
AMD Radeon™ Pro WX2100
AMD Radeon™ Pro WX3200
NVIDIA® Quadro P400
NVIDIA® Quadro P620
NVIDIA® Quadro P1000
전문가용 2D 카드:
인텔 HD 그래픽 630

스피커

내장형 스피커, Dell 2.0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 사용
가능(옵션), 일부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Dell 사운드바
사용 가능

추가 기능 카드

Thunderbolt 3 PCIe 카드
Dell Precision Ultra-Speed 드라이브(x8)에서
능동 냉각을 갖춘 최대 1개의 추가
PCIe SSD 지원
직렬 포트 PCIe 카드
병렬 포트 PCIe 카드
스마트 카드 리더(CAC/PIV)
USB Type-C 3.1 Gen 2 PCIe 카드

I/O 포트

전면
1개의 USB 3.2 Gen 2 Type-C, PowerDelivery 지원
1개의 USB 3.2 Gen 1 Type-A
1개의 USB 2.0, PowerShare 지원
1개의 USB 2.0
1개의 내장 SD4.0 카드 리더(옵션)
내장
3개의 SATA 6Gb/s
후면
1개의 USB 3.2 Gen 2 Type-A
3개의 USB 3.2 Gen 1 Type-A
2개의 USB 2.0 포트, Power On 지원
2개의 PS2
2개의 DisplayPort 1.4
1개의 포트 옵션(VGA, HDMI2.0b, DP++ 1.4,
Type-C, DP 대체 모드)
1개의 RJ45 네트워크 커넥터
1개의 직렬
1개의 오디오 라인 입력/라인 출력 리태스킹
2개의 SMA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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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옵션1

인텔® 코어™ i3-10100(4코어, 6MB 캐시, 기본 3.6GHz,
최고 4.3GHz)
인텔® 코어™ i5-10500(6코어, 12MB 캐시, 기본
3.1GHz, 최고 4.5GHz)
인텔® 코어™ i5-10600(6코어, 12MB 캐시, 기본
3.3GHz, 최고 4.8GHz)
인텔® 코어™ i7-10700(8코어, 16MB 캐시, 기본
2.9GHz, 최고 4.8GHz)
인텔® 코어™ i9-10900(10코어, 20MB 캐시, 기본
2.8GHz, 최고 5.2GHz)
인텔® 제온 W-1250(6코어, 12MB 캐시, 기본 3.3GHz,
최고 4.7GHz)
인텔® 제온 W-1270(8코어, 16MB 캐시, 기본 3.4GHz,
최고 5.0GHz)
인텔® 제온 W-1290(10코어, 20MB 캐시, 기본 3.2GHz,
최고 5.2GHz)

운영 체제
옵션2

Windows® 10 Professional(64비트)
Windows® 10 Pro for Workstations 64비트(인텔 제온
프로세서)
Windows® 10 Home(64비트)
Red Hat® Enterprise Linux® 8.2(곧 제공 예정)
Ubuntu Linux 18.04

칩셋

인텔® W480 칩셋

메모리 옵션3
그래픽 옵션3

스토리지 옵션4

마더보드 슬롯에서 최대 2개의 M.2 PCIe SSD를
지원하고 최대 1개의 3.5" SATA 또는
2개의 2.5" SATA 지원. 인텔
레디 모드 기술 지원
Dell Precision Ultra-Speed 드라이브(x8)에서
능동 냉각을 갖춘 최대 1개의 추가
PCIe SSD 지원
2.5", 500GB/1TB, 7200, SATA, HDD
2.5", 500GB, 7200, SATA, HDD FIPS Self
2.5인치, 500GB, 5400RPM, SATA HDD
2.5인치, 1TB, 5400RPM, SATA HDD
2.5인치, 2TB, 5400RPM, SATA HDD
2.5인치, 500GB, 7200RPM, SATA HDD
2.5인치, 1TB, 7200RPM, SATA HDD
2.5인치, 500GB, 7200RPM, Opal Self-Encrypting
FIPS 2.0 HDD
3.5인치, 4TB, 5400RPM, SATA HDD
3.5인치, 500GB, 7200RPM, SATA HDD
3.5인치, 1TB, 7200RPM, SATA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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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

HxWxD: 29cm x 9.26cm x 29.28cm(11.42" x 3.65" x
11.53"), 최소 중량: 3.89Kg(8.58lb)
베이: 1개의 내부 3.5" 베이 - 1개의 3.5" 또는 2개의
2.5" 드라이브 지원, 1개의 외부 슬림형 옵티컬 베이
슬롯: 1개의 절반 높이 PCIe x16 Gen3, 1개의 절반
높이 PCIe x4 Gen 3, 1개의 M.2(22x80mm), 1개의
M.2(22x30mm)
전원 공급 장치: 260W 92% 효율 PSU(80PLUS
Platinum Certified) Energy Star 규정 준수
200W 85% 효율 PSU(80PLUS Bronze Certified)
Energy Star 규정 준수
200W 85% 효율 PSU(80PLUS Platinum Certified)
Energy Star 규정 준수

스토리지
디바이스

옵션:
1개의 옵티컬 드라이브: DVD-ROM, DVD+/-RW, Blu
Ray Writer
(참고: 옵티컬 드라이브는 스마트 카드 리더(CAC/
PIV)와 함께 사용할 수 없음)
SD 카드 리더

보안 옵션5

TPM(Trusted Platform Module) 2.0, Dell Data
Guardian, Dell Endpoint Security Suite Enterprise,
Dell HW Crypto Accelerator, Microsoft Windows
Bitlocker, BIOS를 통한 로컬 HDD 데이터
지우기("Secure Erase"), 암호화 - SED HDD(Opal
FIPS), 섀시 잠금 슬롯 지원, 섀시 침입 탐지 스위치,
D-Pedigree(보안 공급망 기능), 설정/BIOS 암호,
스마트 카드 키보드 옵션, 스마트 카드 리더 옵션,
인텔® 신뢰 실행 기술, Dell Secure Works, BIOS 지원
Computrace 옵션, 인텔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

시스템 관리6

Dell Client Command Suite, v프로를 통해
(출시 예정)

규정 및
환경

ENERGY STAR® 구성 제공(80 PLUS® Bronze 및
Platinum 전원 공급 장치 포함, EPEAT® 등록(국가별
각 등록 등급/상태는 epeat.net 참조) China CECP,
GS 마크.
전체 고시 및 인증 목록은 Dell의 관련 규제 및 규정
준수 홈페이지(dell.com/regulatory_compliance)를
참조하세요.

보증 및 지원
서비스7

3년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및 3년 표준 원격 진단 후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방문 서비스
옵션: Dell ProSupport는 비즈니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며, 향상된
사전 예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IT 환경 내 위험
및 복잡성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설계
현대화를 바탕으로 내장된 Dell Technologies Unified Workspace
Intelligence를 이용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경험해보세요.
아시겠지만 훌륭한 업무 환경을 위해 올바른 디바이스를 마련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이 중단 없이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능적이고 직관적이며 대응력이 뛰어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
4명 중 1명은 기술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자신의 업무와 회사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Dell
Technologies Unified Workspace는 직원 경험을 혁신하고 IT 팀이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 현대적인 업무 환경을 약속하는 동시에 환경을 구축, 보호, 관리 및 지원하는 기능을 단순화합니다.

구축

Unified Workspace의 ProDeploy를 사용하면 IT 팀이 기존의 수작업이 많이 필
요한 배포에서 벗어나, Dell 공장에서 회사 애플리케이션 및 설정으로 사전 구
성된 디바이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최종 사용자가 첫날부터 바
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보호 기능으로 현대
적 업무 환경에 토대를 제공하여 더 스마트하고 빠른 환경을 보장합니다. 최
종 사용자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IT 팀은 Dell의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위
한 현대적 보안 솔루션 덕분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지원

Dell Client Command Suite + VMware Workspace ONE은 IT 팀에 통합된 엔
드포인트 관리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역량을 통해 한 콘솔에서 펌웨어, OS
및 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최종 사용자를 위한 원활한 환경
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ProSupport는 경쟁업체보다 최대 11배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합니
다. ProSupport for PC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내 ProSupport 엔
지니어가 IT 팀에 연락하여 24x7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1 IT
팀은 방금 발생한 문제가 아닌 처리해야 할 다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Plus를 사용하면 한발 앞서 하드웨어 문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다
운타임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의 모든 기능과 AI 기반 알림
을 활용하여 사고로 인한 장애 및 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2

1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Spend Less Time and Effort Troubleshooting Laptop Hardware Failures" 기준, 2018년 4월.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L52XKM
2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 warns you about hardware issues so you can fix them before they cause
downtime" 기준, 2019년 4월.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0xvze8.
SupportAssist에서 탐지하는 하드웨어 문제로는 하드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배터리, 팬 등이 있습니다.

PRECISION 3440 SFF

창작의 한계를 극복하다

일부 옵션은 지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ISV 인증은 일부 구성에만 적용됩니다.
1 인텔 터보 부스트 모드는 제온, 코어 i7 및 코어 i5 프로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내장형 HD 그래픽은 일부 프로세서에서만 제공됩니다.
2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하려면 64비트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3 GB는 10억 바이트에 해당하고, TB는 1조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실제 용량은 사전 로드된 자료 및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보다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GB는 10억 바이트에 해당하고, TB는 1조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메모리 용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래픽을 지원하는 데 상당량의 시스템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Computrace는 Dell에서 제공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bsolute.com/en/about/legal/agreements에서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
6 시스템 관리 옵션: 인텔® v프로 기술 - v프로는 구매 시점에 완전 지원되며, v프로 시스템 관리 옵션을 사용하려면 v프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인텔 고급 관리 기술(AMT) 14.x
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인텔® 표준 관리 – 구매 시점에 완전히 활성화되는 인텔 표준 관리 옵션은 AMT 기능에 포함됩니다. ISM은 구매한 후 v프로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아웃오브밴드 시스템 관리 없음 – 이 옵션은 인텔의 OOB(아웃오브밴드) 관리 기능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인밴드 관리를 지원합니다. AMT를 통한
OOB 관리 지원은 구매한 후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7 Dell Services의 조건과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servicecontracts/glob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은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www.dell.com/warrant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진단 후 현장 서비스: 원격 진단은 기
술 지원 담당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시스템 내부에 여러 차례 또는 장시간 직접 액세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제한적 하드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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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을 배송해 드립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에서 Dell Optimizer for Precision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능은 최초 릴리스 후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인텔 및 인텔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텔의 상표입니
다. Microsoft 및 Windows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