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Direct  
연결 및 관리

시작하기 

재택 근무 시 PC 성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팀은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 속도로 실
행되는 PC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PC 성능에 대한 실시간 피
드백은 제한적이므로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다운타임을 경
험한 후에야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십시오. SupportAssist for Business 
PCs를 배포하여 TechDirect에 연결하면 팀에 최고의 PC 성
능을 제공하는 통찰력과 툴을 활용할 수 있어 기술 문제로 인
한 스트레스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TechDirect에 연결하여 
가장 필요할 때 보다 
스마트한 지원을 받으
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PC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중단 없는 PC 성능 제공

온라인 고객 포털인 
TechDirect에서 무료 

계정 생성

여러 PC에 
SupportAssist를 원격 

배포 

PC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PC
용 ProSupport Suite로 

추가 기능 사용

연결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 BIOS 및 펌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생산성 보장

• 팀을 위한 PC 경험 최적화

• 자동화된 바이러스 및 멀웨어를 제거하여 환경 보호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경험 구현

• 경쟁 업체2보다 최대 84% 더 빠르게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

•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여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사실상
완전히 방지3

문제를 예측하는 
인공 지능으로 더 
스마트하게 지원 받기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으로 운영 중단 정보를
미리 확보

• 교체 및 활용도 추적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

데이터 기반 
통찰력으로 직원의 
요구 사항 예측

단계에 따라 연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만 
안전하게 수집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수집되는 진단 정보 승인에 관한 주도권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56비트 암호화와 더불어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현장에서 Dell
로 전송되는 단방향 통신을 통해 전송 및 저장되는 과정에서 진단이 안전하게 보호됩

니다.

SupportAssist가 Dell PC를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배포 가이드를 검토하십시오.

• 구성 중에 자동 업데이트를 켜서 환경에서 항상 최신 버전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위치, 부서, 사용자 유형 또는 테스트 그룹 요구 사항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여 여러
구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SupportAssist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직원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TechDirect와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구성 중에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 ServiceNow와 같은 기존 툴로 알림을 라우팅하십시오.

• Google® Chrome은 최고의 TechDirect 경험을 제공합니다.

팁과 유용
한 정보

TechDirect의 기능에 액세스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셀프 서비스 케이스 관리 및 부품 발송 • • • •
사전 예방적 자동 문제 탐지, 알림 및 케이스 생성 • • •
간편한 관리 및 알림을 위한 자산 기반 가시성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 시의 성능 이슈 조기 감지 • • •
원격 해결(BIOS 및 드라이버 포함)을 통한 PC 최적화 • •
고장 방지를 위한 예측적 자동 이슈 탐지 • •

기본 
하드웨어 
서비스

ProSupport
ProSupport 

Plus
ProSupport 

Flex4

• TechDirect 온라인 포털

• 기술 문서 자료

• 백서: TechDirect가 Dell PC를 안전하게 모니터링하는 방법

• 웨비나 참석

• PC용 ProSupport Suit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 관리자나 Services
Account Manager에게 문의하십시오.

리소스

1. SupportAssist 연결이 필요한 TechDirect 기능은 Linux, Windows RT, Android, Ubuntu 또는 선택된 Chrome 기반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echDirect는 SupportAssist를 통해 연결될 경우 운영 체제 문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및 패치, 멀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 하드 드라이브 고장, 배터리, 메모리, 
내부 케이블, 열 감지 센서, 방열판, 팬, SSD(Solid State Drive) 및 비디오 카드 등의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Dell에 사전 예방적으로 경고합니다. TechDirect는 SupportAssist를 통해 연결
될 경우하드 드라이브, SSD(Solid State Drive), 배터리 및 팬 등에 대한 예측 분석 장애 탐지를 활성화합니다.

2. 2019년 4월,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는 “Dell ProSupport Plus에서 하드웨어 문제를 경고하므로 다운타임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0xvze8

3. 2020년 4월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Diagnose and resolve a hard drive issue in less time with Dell ProSupport Plus” 기준.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ddv0ne9

4. 고객은 ProSupport Flex와 함께 12개월 내에 1,000개의 Dell 클라이언트 자산을 구매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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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
고 있습니까?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충족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TechDirect 계정  

프록시 세부 정보 

배포 툴(예: SCCM)

기능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Support Plus를 사용하면 모든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TechDirect를 사용하여 Dell PC 및 알림을 손쉽게 관리하고, 시스템 업데이트 및 최
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시스템 성능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합니다.

5 선호하는 배포 툴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SupportAssist를 푸시합니다. 

4 맞춤 구성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배포 패키지 관리자를 실행한 후 PC에 패키지를 
저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웨비나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녹화분을 시청하십시오.

3
환경 전반에서 PC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여 다운로드 패
키지를 구성합니다.

2 TechDirect에서 연결 및 관리에서 회사를 설정합니다.

• 새 사용자인 경우 계정을 회사와 연결하고 회사 관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하여 서비스에 등록합니다.

• 기술 지원 담당자를 추가하고 관리 역할을 지정합니다.

1 기존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echDirect에 로그인하거나 최초 사용 시 몇 분 내에 새 
계정을 설정합니다.

https://tdm.dell.com/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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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support-services/prosupport-client-suite.htm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services/support-deployment-technologies/support-assist-for-PCs.htm#accordio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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