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시스템 수령.

Basic Deploy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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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eployment를 이용하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구성된 상태로 시스템이 배송되므로 시간과 리
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의 데이터 및 설정을 마이그레이션하기만 하
면 됩니다. 첫날부터 Dell 리소스를 조정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서비스 관리
자가 배정됩니다.  

TechDirect는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완벽한 제어 기능과 실시간 상태 업데이트를 제
공합니다.
TechDirect 포털을 통해 구축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자산 태그를 선택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며, 향후 주문에 사용하
도록 프로젝트를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어디서든 프로젝트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식별하고 추적, 보호,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전에 자산 태
그와 상자 라벨을 PC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자를 열지 않고도 공장에서 직원의 책상까지 시스
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고 서비스를 사용하면 새 자산을 기존 자산 관리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고서가 매일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TechDirec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전에 BIOS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징 추가 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글로
벌 구성 센터에서 수천 개의 시스템 이미지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Basic Deployment는 배송 전에 구성 작
업을 완료하여 현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
행하는 데 소요 되는 시간을 없애 PC 구
축을 가속화합니다.

•  자산 태그 지정 및 보고

•  BIOS 설정

•   이미지 생성 추가 기능: WIM, ISO  
또는 ImageAssist

•  일반 이미지 로드 추가 기능

•   VMware® Workspace ONE™용 프로비
저닝 추가 기능

VMware Workspace ONE용 
프로비저닝 - 간편한 배포로 즉시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용 Dell Basic Deployment

새 시스템은 이미지
가 생성되고 태그가 
지정되고 BIOS가 구
성된 상태로 배송되
므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www.dellemc.com/prodeployavail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