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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혁신





주/지방 정부 기관 활용 사례

지원 및 배포 

12페이지

ProSupport Plus를 사용하여 완
벽한 지원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11페이지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을 높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하면서 여러 직원이 사용하도록 지
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메시지 전달

8페이지

관제 및 위협 모니터링

10페이지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주요 지점에 걸친 관제 및 
위협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 및 공공 안전 현장에서의 작업

9페이지

경찰, 소방관, 고속도로 담당 직원 및 
기타 현장 요원이 각각의 환경 내에
서 직접 상호 작용하고 시민과 완전
히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맞
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대형 모니터로 서비스 대기 순
서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중요
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주민에
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서비스 센터

6페이지

협업을 위한 회의 공간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하여 셀
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해 공
무원이 주민에게 최적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중심의 정부 공무원

7페이지

4페이지

모든 부문의 주/지방 정부 행정관을 
위해 효율적인 공간 절약형 솔루션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 및 기관에서 회의를 진행
하는 경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
니다. 협업과 명확한 소통을 지원하
는 회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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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

OptiPlex 7000 타워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5W 프로세서 갖춘 인텔® v프로®를 탑재하여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비즈니스급 성능을 실현합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OptiPlex 7000 타워 

B. Dell 24 모니터 - P2422H* 

C.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E.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F. Dell Pro 무선 헤드셋 - WL5022

G. Dell UltraSharp 24 모니터 - U2422H

가상 작업 공간에 액세스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 

H.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I. OptiPlex 마이크로 및 씬 클라이언트 올인원 

스탠드 - MFS22

사무실 중심의 정부 공무원
모든 부문의 주/지방 정부 행정관을 위해 강력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

A

G

H

I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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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

세련된 스타일의 Latitude 5000 Series는 작고 가볍습니다.  
확장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능 덕분에 IT 팀의 신뢰를 받습니다. 

사무실 중심의 정부 공무원
모든 부문의 주/지방 정부 행정관이 필요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Latitude 5430*

B. Latitude 5330* 

C. Latitude 5431*

D. Dell EcoLoop Pro 백팩 – CP5723*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E.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F. Dell 27 USB-C 허브 모니터 – P2723DE 

G. Dell Thunderbolt 4™ Dock – WD22TB4 

H. Dell Pro 무선 헤드셋 - WL5022 

I. Dell 스피커폰 – SP3022

E F

G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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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센터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하여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해 공무원이 주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OptiPlex 7400 올인원

B. OptiPlex 올인원 높이 조절 스탠드 

C.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B

A

C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D. OptiPlex 올인원 관절형 스탠드

E. 정전식 터치 디바이스용 Targus 스타일러스

솔루션 특징

Dell Optimizer의 내장 인공 지능 덕분에 지능적이고 응답성이 뛰어난 올인원으로 원활한 상호 작용과 협업을 
경험해 보십시오. 터치 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미지원 디스플레이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LBL(Low Blue 

Light) 기능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는 터치 미지원 선택 사항으로 제공됨).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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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위한 회의 공간
여러 부서 및 기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세부 사항 

탁월한 OptiPlex 마이크로의 성능을 바탕으로 Dell 대형 모니터와 Logitech 회의실용 디바이스, Microsoft Teams 룸 또는 
Zoom Rooms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되는 포괄적인 회의실 솔루션을 통해 어떤 회의 공간에서든 협업을 간소화합니다. 

중소규모, 대규모 회의 공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F. Latitude 5330

G. Dell 7-in-1 USB-C 멀티포트 어댑터 - DA310

H.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Dell 권장 솔루션

A. Dell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 – 

C8621QT(85.6형) 또는 C7520QT(75형)

B. C8621QT 또는 C7520QT용 Chief Large 

Fusion 벽면 마운트

C. OptiPlex 7000 마이크로

D. Logitech ConferenceCams(Logitech 

MeetUp, Logitech Rally, Logitech Rally Plus)

E. Logitech Tap 컨트롤러*

7

A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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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

E
F

A
Dell 권장 솔루션

A. Dell 75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 – 

C7520QT

B. Cheif Large Fusion 고정 평면 패널 벽면 

마운트 - LSA1U*

C. OptiPlex 7000 마이크로

D.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지역 사회 메시지 전달
대형 모니터로 서비스 대기 순서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특징

주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로비 또는 대기실에 설치된 55형 디스플레이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고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E. Dell 멀티미디어 키보드 – KB216(유선)

F. Dell 옵티컬 마우스 – MS116(유선)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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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G

F

G

A

B

긴급 구조, 공공 안전 및 현장 작업
경찰, 소방관, 고속도로 담당 직원 및 기타 현장 요원이 각각의 환경 내에서 

시민들과 직접 상호 작용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나은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Dell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

B. 하드 핸들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C. 크로스 스트랩 395-BBF

D. 어깨끈 750-AAXB

E. 보조 배터리 충전기 451-BCDF*

F. 차량 도크 DS-ELL-601

G. 키보드 커버 및 킥스탠드 580-AGLS

 

솔루션 특징

강력한 프로세서와 핫 스왑 가능 배터리를 갖춰, 
극한의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Rugged 솔루션입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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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

43형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한 솔루션으로, 4개의 화면으로 분할하여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 또는 보안 카메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Precision 랙 워크스테이
션에 연결함으로써 데이터 및 지적 재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아닌 더 안전

한 데이터 센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Precision 3930 랙 워크스테이션

B.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C.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B. Dell UltraSharp 43 4K USB-C 모니터 – U4320Q

A DCB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모든 주요 지점에 걸친 관제 및 위협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제 및 위협 모니터링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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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

고성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하고 안전한 솔루션입니다.

Dell 권장 솔루션

A. Precision 7920 랙 워크스테이션

B.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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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723QE

 

A
C

D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여러 직원이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 및 선택 사항

D.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E.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F. Dell Pro 무선 헤드셋 - WL5022

G. 도크 VESA 마운트*

FE

D

F

지역에 따라 일부 선택 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ProDeploy Plus 
더 쉽고 빠르게 PC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Plus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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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처: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Spend Less Time and E�ort Troubleshooting Laptop Hardware Failures" 기준, 2019년 4월. 테스트는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L52XKM

2출처: Dell Technologies의 의뢰로 IDC에서 작성한 백서 "Business Value of Optimized Device Deployment" 기준, 2019년 10월. 전 세계 1,000곳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계산된 절감액은 배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IT 직원의 업무 시간 비용이 반영된 결과이며 ProDeploy Plus의 표시 가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용 절감액 단위는 미국 달러입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ww.dellEMC.com/idcdeploymentservicebusinessvalue

배포 시간 최대 50% 단축2 PC당 배포 비용 792달러 절감2

50
% $792

간편한 배포
아웃소싱을 통해 PC를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IT 직원 아웃소싱 요구 사항

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고객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 시간 동안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간 후나 

주말에 배포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70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수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모범 사례를 바

탕으로 탁월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최

대 56% 더 빠른 배포 시간2과 PC당 792

달러라는 낮은 배포 비용2의 이점을 누려

보십시오.

통찰력
PC 배포 작업을 매일 수행하는 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십시오. 매주 전 세계에서 

유닛을 맞춤 구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프로젝트 문서 자료를 통해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ProSupport

ProSupport Plus 
ProSupport Plus를 사용하여 완벽한 지원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PC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2% 
최대 92% 더 짧은 문제 해결 시간1

 68% 
최대 68% 단축된 문제 해결 단계1

ProSupport Plus와 SupportAssist는 다음과 같이 주요 경쟁업체의 서비스에 비해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PlusBasic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24/7 전화 지원 제공

• 해당 지역의 ProSupport 엔지니어와 직접 연결 

• 자동으로 문제를 감지하여 문제 티켓 생성

•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자동으로 예측

• 우발적으로 손상된 디바이스 수리, 교체 후 하드  
드라이브 보관

 지원 및 배포 서비스

X X
X X
X X

X
X

http://facts.pt/L52XKM
http://www.dellEMC.com/idcdeploymentservicebusines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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