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연결된 리테일 솔루션으로 
고객 경험 혁신



고객 서비스 키오스크 또는 리셉션 공간에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환영하는 분위기와 효율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텔/접객 

협업의 경계를 넓히는 몰입형 기술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협업

이동 중이든 매장에서든 애자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OS(POINT OF SALE)

고객 서비스 키오스크 또는 리셉션 공간에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환영하는 분위기와 효율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모바일 POS(POINT OF SALE)

매장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효율화된 고객 중심  
솔루션을 통해 리테일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리테일 엔드포인트 

까다로운 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으로 고유한  
리테일 작업 공간을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제작 POS(POINT OF SALE)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솔루션으로 리테일  
물류 및 제품 관리 영역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재고 관리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리테일 부문 활용 사례



추가 옵션 

깔끔한 모듈형 올인원 구성으로 고객과 

교류해 보십시오.

E.  OptiPlex 7000 마이크로

F.  OptiPlex 마이크로 올인원 스탠드 - MFS22

G.  Dell UltraSharp 24 모니터 - U2422H   

(듀얼 모니터 구성)

H.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I.   Dell Pro 스테레오 헤드셋 - WHO22* 

J.  Dell UltraSharp 4K 웹캠 - WB7022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OptiPlex 5400 올인원의 세련된 디자인과 간편한 기술은 오래 기억에 남는 첫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LBL(Low Blue Light) 기능을 자랑하는 대형 FHD(터치 디스플레이 지원/미지원)로 온종일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호텔/접객
고객 서비스 키오스크 또는 리셉션 공간에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환영하는 분위기와 

효율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장 Dell 솔루션  

A.  OptiPlex 5400 올인원  

B.  OptiPlex 올인원 높이 조절 스탠드

C.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D.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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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Dell 86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 - C8621QT

B.  인텔® v프로™ * 기반의 OptiPlex 7000 

마이크로

적합한 사이징의 Dell 기반 솔루션으로 호텔의 

미팅 공간을 온디맨드 협업 허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추가 옵션

개인화된 리테일 디자인 협업:

D. Dell Precision 5770

E. OptiPlex 7000 VR-Ready 타워
F. HTC VIVE Pro

리테일 VR 경험에 맞춤화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십시오. 디자이너는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Precision 툴을 사용하여 
제품 디자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풍부한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신발부터 휴가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직접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합니다.  OptiPlex 7000 타워는 
이러한 몰입감 넘치는 VR 사용 경험에 적합한 
툴입니다.

OptiPlex 7000 마이크로와 Dell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는 현대적인 미팅 방식을 위한 강력한 협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오디오 설정, 네트워크 연결을 자동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된 Dell Optimizer의 AI 

기반 최적화를 통해 더 스마트하고 생산적인 업무 회의를 경험해 보십시오.

협업의 경계를 넓히는 몰입형 기술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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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Latitude 7330 노트북 또는 2-in-1

B.  ID Tech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리더*

    마그네슘 자재를 사용하여 

0.967kg(2.13lb)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초경량 구성으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60분 만에 최대 

80%까지 충전되는 ExpressCharge™로 

배터리 걱정 없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모바일 POS(Point of Sale)
이동 중이든 매장에서든 애자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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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액세서리 

A.  Latitude 7330 노트북 또는 2-in-1  

B.  Dell Premier 충전식 무선  

마우스 -MS7421W 

C.  Dell Premier 브리프케이스 15 - PE1520C

D.  Dell 7-in-1 USB-C 멀티포트  

어댑터 - DA310

E.  Dell Latitude 7320 분리형 액티브 펜

F.  Dell 노트북 파워 뱅크 플러스 – USB C, 

65Wh - PW7018LC

C

*Dell Power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ExpressCharge™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pressCharge™ 기능이 작동하려면 시스템의 전원을 끄거나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시된 용량까지 충전되면 충전 속도가 보통 속도로 전환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Dell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전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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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

B. Rugged 크로스 스트랩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그만큼 여가 시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잘 보이는 
1000니트 화면과 우수한 연결 기능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대규모 야외 이벤트 
및 관광지 체크인 시 POS(Point-of-Sale) 

디바이스로 적합합니다.

추가 액세서리 

C.  Rugged 태블릿 어깨끈

D.  Rugged 태블릿 도크 및 배터리 충전기

E.  Rugged 태블릿 스캐너 모듈 (바코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F.  Rugged 액티브 펜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은 강력하고 가벼운 모바일 POS(Point of Sale)로, 무게는 겨우 
1.32kg(2.1lb)입니다. 핫 스왑 가능한 이중 배터리를 갖추고 있으며 -28°C~64°C의 극한 온도 조건에서 견디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바코드 스캔과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리더가 인체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스캐너 모듈을 비롯해 견고한 액세서리가 특징입니다.

산업용 모바일 POS(Point of Sale)
먼지, 습기, 추위, 더위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모바일 POS(POINT OF SALE)를  

사용할 경우에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툴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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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인텔® v프로® 기반의 OptiPlex 7000 

마이크로

B.  Dell 27 모니터 - P2723D

C.  OptiPlex 마이크로 올인원 스탠드 - MFS22

D.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Dell Optimizer ExpressResponse의 내장형 AI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5개 앱에 대해 사용할 

때마다 앱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추가 옵션

다양한 레거시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한 가상 

작업 공간:

E.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F.  Dell 24 모니터 - P2422H(스탠드 미포함)

G.  OptiPlex 마이크로 올인원 스탠드 - MFS22

H.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는 리테일 

IT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에서 고객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여 데이터 손실 또는 도난 위험을 

줄이며, 광범위한 접속 구성 옵션으로 

다양한 리테일 주변 기기를 지원합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하면서 직원의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초소형 OptiPlex 
마이크로는 기존 모니터와 매우 손쉽게 페어링되며 공구가 필요 없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유연한 마운팅 옵션과 케이블 커버를 통해 작업 공간을 안전하면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리테일 엔드포인트
매장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효율화된 고객 중심  

솔루션을 통해 리테일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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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액세서리

XE4 및 OptiPlex:

C.  터치패드 및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리더를 

갖춘 Cherry 키보드* 

D.  Epson TM-T88V POS 열전사 영수증 프린터*

E.  Logic Controls LD9900 고객용 폴 

디스플레이(USB 포트 기반 인터페이스) - 

다크 그레이*

F.  APG 금전 등록기, 16" x 16" 크기 및 우수한 

내구성의 S100 블랙 전자식 금전 등록기* 

G.  Honeywell 소매 휴대용 선형 이미지 바코드 

스캐너*

고성능 산업용 PC와 소매 액세서리로 현대적인 고객 환경을 지원하는 강력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탁월한 OEM-Ready OptiPlex XE4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39%의 PCR(Post-Consumer 

Recyclables)*을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 출처: Dell Product Compliance Datasheet | ENV0023 | A12 | Dell Legal AD# G18000288

특별 제작 POS(Point of Sale)
까다로운 작업을 고려하여 설계된 솔루션으로 

고유한 리테일 작업 공간을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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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 

B.  Rugged 가슴 하네스

D.  Rugged 태블릿 도크 및 배터리 충전기* 

E.  Rugged 태블릿 스캐너 모듈 (바코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F.  지게차용 마운트*   

G.  Dell Rugged 액티브 펜

바코드 스캐너가 장착된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에서는 연결 기능을 

통해 실시간 재고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

H.  OptiPlex XE4 소형 폼 팩터 또는 타워 

I.  Dell UltraSharp 27 모니터 - U2722D

J.  Dell 소형 폼 팩터 올인원 스탠드 | OSS21

K.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L.  OptiPlex 타워 및 소형 폼 팩터 케이블 

커버* 

M.  OptiPlex 소형 폼 팩터 및 타워 먼지 필터* 

산업용 재고 관리
작업을 고려하여 설계된 툴로 리테일 물류 및 제품 관리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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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지속되고 핫 스왑 가능한 이중 배터리로 여러 교대조에 걸쳐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atitude 7220 Rugged Extreme 태블릿은 창고 환경의 낙하물, 먼지, 높은 습도, 극한 온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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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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