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한의 작업 환경을 지원하도록 설계
강력한 8 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되고 속도 , 
신뢰성 , 성능이 뛰어난 최대 4TB 의 SSD 스토리지를 갖춘 
이 Rugged 노트북은 아무리 까다로운 작업도 거뜬하게 

처리합니다 . 

실외 환경에서도 잘 보이는 선명하고 밝은 14형 F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직사광선이 내리쬐어도 거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터치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은 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뛰어난 반응성을 보입니다 . 핫 스왑 가능한 듀얼 배터리를 
선택하면 무제한 전력이 공급되어 걱정 없이 온종일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Latitude 7424 Rugged Extreme 은 FirstNet Ready ™ with Band 
14 를 지원합니다 . 

어디에서든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

보안은 현장에서 한층 더 중요합니다 . 이 Rugged 노트북은 
내장된 Dell Data Protection 으로 포괄적인 암호화 , 고급 인증 및 
최첨단 멀웨어 차단 기능을 제공하므로 안심하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완벽한 보안
미션 크리티컬 Rugged PC 에 Dell 의 독보적인 ProSupport 

Plus 와 같은 지원 옵션이 제공되므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도로 숙련된 기술 지원 담당자와 24x7 연결 가능한 

Premium Support 서비스를 통해 다운타임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수상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서비스

FirstNet 및 FirstNet Ready 는 미국 상무부 내 독립 기관인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 상표입니다 . FirstNet 
코어는 미국 내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가장 혹독한 환경에도 적합한 14형 Rugged 
Extreme 노트북 .

LATITUDE 7424 RUGGED EXTREME



특징 및 기술 사양
LATITUDE 7424 RUGGED EXTREME

특징 기술 사양

모델 번호 7424

프로세서 옵션 8세대 인텔® 코어™ i5, i7 쿼드 코어 프로세서 + v프로™
7세대 인텔® 코어™ i3 듀얼 코어 프로세서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 64비트, Microsoft Windows 10 Pro 

메모리 옵션7 8GB, 16GB 또는 32GB 2400MHz DDR4 비 ECC

그래픽8 내장형 인텔 HD 620 및 UHD 620 그래픽 옵션
AMD Radeon™ 540 및 RX540 그래픽 옵션

디스플레이 14형 FHD WVA(1920 x 1080) 16:9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 장갑 터치를 지원하는 감압식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다이렉트 뷰 디스플레이 제공

스토리지 옵션9 기본 드라이브 옵션: 126GB, 256GB, 512GB, 1TB, 2TB PCIe NVMe SSD(Solid State Drive) Class 40 또는 256GB, 512GB, 
1TB PCIe NVMe Self-Encrypting Drive Class 40

2차 및 3차15 드라이브 옵션: 256GB 또는 512GB SATA Class 20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옵티컬 드라이브 옵션 8X DVD-ROM, 8X DVD+/-RW 또는 BlueRay RW(선택 사항)
(모든 옵티컬 드라이브는 3차 스토리지 베이 옵션을 대체함)

멀티미디어 고품질 스피커, 노이즈 리덕션 내장형 마이크, 스테레오 헤드폰/마이크 콤보 잭, 프라이버시 셔터를 갖춘 내장형 FHD 
비디오 웹캠 또는 IR 카메라 옵션

배터리 3셀(51Whr) 리튬 이온 배터리, 핫 스왑 가능한 2차 3셀(51Whr) 리튬 이온 배터리 옵션

전원 공급 90whr Rugged Elbow A/C 어댑터, 추가 130W AC 어댑터 옵션 

접속 구성 10/100/1000기가비트 이더넷 및 트리플 RF 패스 스루(GPS, 모바일 광대역 및 Wi-Fi)
무선 LAN 옵션5: 인텔® 듀얼 밴드 무선 AC 8265 (802.11ac) 2x2 + Bluetooth 4.2,
인텔® 듀얼 밴드 무선 AC 8265 (802.11ac) 2x2 (BT 없음) 또는 Qualcomm® QCA61x4A 802.11ac 듀얼 밴드(2x2) 무선 어댑터 
+ Bluetooth 4.2

모바일 광대역 옵션:4,5 Qualcomm® Snapdragon™ X20 LTE(DW5821e)
FirstNet® with Band 14, Verizon, Sprint(US), Vodafone, Orange, Telefonica-O2(WW),
Deutsche Telekom, Swisscom(EU), Telstra, Optus, Docomo, KDDI(APAC), CMCC/CUCC/CTCC(중국)

GPS: 전용 u-blox NEO-M8 GPS 카드 선택 사항

포트, 슬롯 및 주변 기기 포트: USB 3.1 Gen1 Type A 2개, Mini USB 리시버 삽입 시 닫을 수 있는 포트 도어가 있는 USB 3.1 Gen1 Type A 1개, 
PD(Power Delivery)를 지원하는 USB 3.1 Gen 2 Type-C 1개 - 전원과 디스플레이, 네이티브 RS-232 직렬 포트 1개, 
RJ-45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커넥터 1개, HDMI 1개 및 범용 오디오 잭 지원.
선택 사항(하나를 선택해야 함): 2차 RJ-45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커넥터, 2차 직렬, VGA, 디스플레이 포트 또는 
Fischer USB

슬롯: SD 및 SIM 카드 슬롯, PCMCIA 옵션 또는 Express Card 54mm 슬롯

도킹 및 주변 기기 옵션: 도킹/키보드용 Pogo 핀 커넥터(하단), 데스크 도크, 타사 차량 도킹 솔루션, Dell Business Dock 

보안 강철 강화 케이블 잠금 슬롯, 보안 옵션: 지문 인식기, 접촉식 및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리더, TPM 2.0, ControlVault™ 고급 
인증, Dell Security Tools, Dell Data Protection | Encryption, NIST SP800-147 보안 플랫폼, Dell Backup and Recovery

크기 및 중량11 크기: 354.5mm x 255.0mm x 51.3mm(범퍼 및 핸들 제외)

중량: 단일 3셀 배터리를 사용하고 핸들 및 옵티컬 드라이브를 제외할 경우 최저 3.45kg(7.6 lbs)

규정 및 환경 기준 준수 규제 모델: P86G 규제 유형: P86G001 Energy Star 7.0, EPEAT Silver

MIL-STD-810G/H 테스트¹: 이동 중 낙하 0.91m/72", 1.52m/60", 1.22m/48", 유닛 단독 78회 낙하, 작동 중 
낙하(0.91m/36"), 강우, 분진, 모래, 진동, 기능 충격, 습기, 염무(고무 재질 키보드 사용), 고도, 폭발물 환경, 태양열 복사, 
극한 온도, 열 충격, 동결/해빙, 전술적 대기-작동.

작동 온도 범위: -29°C~63°C(-20°F~145°F)
비작동 온도 범위: -51°C~71°C(-60°F~160°F)

IEC 60529 IP(Ingress Protection)¹: IP-65(방진, 가압수 내수성)
위험 장소: ANSI/ISA.12.12.01 인증 가능(Class I, Division 2, Group A, B, C, D)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MIL-STD-461F 및 G 인증

시스템 관리 i5/i7 구성 시 인텔 v프로™ 기술의 첨단 관리 기능 옵션 제공

보증 및 서비스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¹² 원격 진단 후 표준 3년 메일 인 서비스¹³, 3~5년 Dell ProSupport 및 ProSupport Plus 계약 이용 
가능(선택 사항)14

* 어댑터 없이 최저 -29° C(-4° F) 의 저온과 MIL-810 온도 테스트에서 성능 저하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 -20° C~-29° C(-4° F~-20° F) 의 작동 온도 범위에서 콜드 부팅 시 부팅 시간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부팅된 후에는 시스템 성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지만 , 약 20 분 이하의 배터리 런타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0° C~-20° C(32° F~-4° F) 온도 범위에서는 상당한 배터리 성능 저하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

극한의 저온에서는 가능하다면 시스템을 따뜻한 환경에서 부팅한 다음 실외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권장 액세서리

차량 내부

현장 환경

사무실 환경

LATITUDE 7424 RUGGED EXTREME

RUGGED 데스크 도크
듀얼 DisplayPort 출력으로 비디오 연결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중 케이블 잠금 슬롯으로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으며 Latitude 14/12 
Rugged Extreme 및 Latitude 14 Rugged 

노트북과 호환됩니다 . 

DELL U2719D 모니터
27 형 초박형 Dell 모니터로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
미래 지향적인 설계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선도적인 모듈형 Thunderbolt 도크입니다 .

HAVIS 차량 도크
모든 업무용 차량에 단일 도킹 솔루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마운팅 옵션을 사용하여 
차량 공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기내용 DELL DC 어댑터
Dell ™ 전원 어댑터로 차량 , 기내 , 사무실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원을 공급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Dell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배터리까지 충전하는 All-in-One DC 
디바이스입니다 .

GAMBER-JOHNSON 차량 도크
하단에 안정적인 연결을 위한 가이드 후크가 
있고 더 가벼워진 크레이들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DELL RUGGED 어깨끈
가볍고 유연한 어깨끈으로 노트북의 휴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DELL 전원 어댑터 및 파워 뱅크
하이브리드 어댑터 및 파워 뱅크는 USB Type-C 

포트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Dell Technologies Uni�ed Workspace를 통해 
새로운 작업 방식을 경험해 보십시오 .

지능형 기술 탑재 . 현대화 구현 .

관리

Dell Client Command Suite + VMware Workspace ONE은 IT 팀이 단일 콘솔
에서 펌웨어 , OS,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동시에 최종 사용자에게 원활
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

보안

신뢰할 수 있는 Dell 디바이스는 보이지 않는 완벽한 보호 기능으로 현대적 
업무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여 더 스마트하고 빠른 환경을 보장합니다. 사용
자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IT 팀은 신뢰할 수 있는 Dell 디바이스를 위한 현대
적 보안 솔루션 덕분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업무 환경을 위해 올바른 디바이스를 마련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직원들이 지능적이고 직관적이며 
대응력이 뛰어난 경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단 없이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구 조사에 따르면 , 사용자 4
명 중 1명은 기술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자신의 업무와 회사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

Dell Technologies Uni�ed Workspace는 직원 경험을 혁신하고 , IT 팀이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자동화된 솔루션
을 통해 현대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하도록 지원하며 , 환경을 구축 , 보호 , 관리 및 지원하는 기능을 간소화합니다 .

ProDeploy in the Uni�ed Workspace 를 이용하면 IT 팀이 기존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배포에서 벗어나 , Dell 공장에서 회사 애플리케이션 및 설정으
로 사전 구성된 디바이스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첫날부터 바로 
작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배포

ProSupport는 경쟁업체보다 최대 11배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합니
다 .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ProSupport for PC를 이용하면 IT 팀에 알려주
는 지역 내 ProSupport 엔지니어에게 24x7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2 고객은 
방금 발생한 문제가 아닌 처리해야 할 다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IT 팀은 ProSupport Plus를 이용해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예방할 수 있습
니다 . ProSupport의 모든 기능과 인공 지능 기반 알림을 활용하여 사고로 
인한 장애 및 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1 ESG 연구 보고서 . 2019 디지털 작업 설문조사 . 2019년 12 월 .
2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 "Spend Less Time and E�ort Troubleshooting Laptop Hardware Failures" 기준 , 2018년 4월 . 테스트는 Dell 의 의
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전문 : http://facts.pt/L52XKM

3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 warns you about hardware issues so you can �x them before they 
cause downtime" 기준 , 2019년 4월 . 테스트는 Dell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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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4

http://facts.pt/L52XKM
http://facts.pt/0xvze8
http://facts.pt/0xvze8


일부 옵션은 지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 ISV 인증은 일부 구성에만 적용됩니다 .
 1 공신력 있는 테스트 회사에서 MIL-STD-810G/H, IEC 60529 표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보고한 테스트 및 인증에 기반한 데이터입니다 .
 2  7세대 인텔 코어 i3-7100U, 8GB RAM, 128GB SATA SSD, 68Whr(2x36 34Whr) 및 1920x1080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테스트이며 , JEITA 배터리 지속 시간 벤치마크 
테스트에 기반을 둡니다 . 이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eita.or.jp/english/를 참조하십시오 . 테스트 결과는 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이와 동일한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 지속 시간은 사용하는 제품의 구성 , 소프트웨어 , 사용량 , 작동 조건 , 전원 관리 
설정 ,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테스트 결과보다 상당히 짧을 수 있습니다 . 최대 배터리 지속 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

 3 무선 액세스가 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접속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4 서비스 공급업체의 광대역 서비스 조건 및 서비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일부 오퍼링은 지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도킹 및 기타 주변 기기는 타사 공급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 자세한 내용은 Dell.com/command 를 참조하십시오 .
 7 4GB 이상의 시스템 메모리를 지원하려면 64 비트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
 8 시스템 메모리 용량과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그래픽을 지원하는 데 상당량의 시스템 메모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9 GB 는 10억 바이트에 해당하고 , TB 는 1 조 바이트에 해당합니다 . 실제 용량은 사전 로드된 자료 및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0 향후 가용성에 대해서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일부 기능은 일반 제품 출시일보다 나중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11 중량은 구성과 제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증서가 필요하시면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www.dell.com/warranty 를 참조하십시오 .
13  원격 진단 후 현장 서비스 : 원격 진단은 기술 지원 담당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제의 원인을 판단합니다 . 이 경우 고객이 시스템 내부에 여러 차례 또는 장시간 직접 
액세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제가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 (www.dell.com/warranty) 기간에 발생했고 원격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격 진단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기술 지원 담당자를 파견하거나 부품을 배송해 드립니다 . 이용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기타 조건이 적용됩니다 .

14 Dell Services: Dell Services 의 조건과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dell.com/servicedescriptions 를 참조하십시오 .
15 3 차 베이는 추가 스토리지 또는 옵티컬 드라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스토리지 베이와 하나의 옵티컬 드라이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장 혹독한 환경에도 적합한 14형 Rugged 
Extreme 노트북 .

LATITUDE 7424 RUGGED EXTREME

http://www.jeita.or.jp/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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