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워크플로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안목 있는 청중이 더 생생하고 상호 작용 가능한 최종 제품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제작자는 생각을 
화면으로 옮겨야 합니다. OTT(Over the Top) 스트리밍, VR(Virtual Reality) 및 HDR(High Dynamic Range) 이미징은 모두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창출한 새

로운 파이프라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스튜디오의 창의적 업무 중심 작업자가 최신 미디어 전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견고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보조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계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래픽 디자인 워크플로
클라이언트와 청중이 놀랄만한 시각적 디자인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계획하고 투영하는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창의력을 높이고 비전을 디자인합니다.

제공 형태는 물리적 또는 가상이 될 수 있으며 타이포그래피,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당면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D 이미지 편집

Adobe® Photoshop®

Adobe® Indesign®

Adobe® Illustrator®

Adobe® Lightroom®

3D 모델 및 애니메이션 

Adobe® Dimension®

Autodesk® 3ds Max®

Autodesk® Maya®

Foundry Modo®

Maxon Cinema 4D
Blender 3D

과제:

1. 최신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적
절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2. 디지털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관
심이 줄어들고 관객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으
므로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 형식이 필요합니다.

3. 디바이스의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
중을 흥분시키고 경쟁업체를 압도하는 획기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해야 합니다.

제공

Adobe® Dreamweaver®

Adobe® XD®

Adobe® Spark®



탁월한  
그래픽 디자인

Precision 5540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
최고 수준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ThunderboltTM 도크로 궁극의 생산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WD19TB는 최고 130W 전원을 공급
하여 Dell ExpressCharge를 사용하는 책상에서 
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거의 모든 작업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활용
해 생산성을 높여 보십시오. Bluetooth® LE를 통해 서로 
호환되는 디바이스를 2개까지 동시에 페어링하여 생산
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멋진 디자인으로 실현하십시오.

적합한 툴 없이는 미켈란젤로도 시스티나 성
당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Dell 
Precision 5540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상으로만 멋진 것이 아니라 비전을 생생히 표
현하는 데 필요한 툴입니다.

Precision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적합하게 맞춤 설계
되었습니다. Dell 27 UltraSharp 4K 모니터(PremierColor 지원) | UP2720Q

넓은 색상 범위: PremierColor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Dell UltraSharp 27형 
모니터는 100% Adobe RGB, 100% sRGB 및 98% DCI-P3를 제공하며 통
합형 컬러리미터를 통해 모니터를 완벽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중
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이상적입니다.

Dell Precision 5540
탁월한 성능. 감탄을 자아내는 디자인. Dell의 가장 
얇고 가벼우며 작은 15형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최강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그래픽과 세련
된 디자인, 업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까지 경험
해 볼 수 있습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
정되고 프로파일링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
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Canvas
27형 100% Adobe RGB 터치 디스플레이와 압력 감
지 펜을 사용하여 메뉴와 컨트롤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정밀한 스케치와 일러스트가 가능합니다.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Adobe Photoshop을 사용하도록 
최적화되고 인증된 제품입니다.

https://blog.dell.com/ko-kr/cameras-computers-creative-process-photographer-mark-mann/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가벼운 그래픽  
디자인

Precision 5530 2-in-1

아이디어를 멋진 디자인으로 실현하십시오.

창의적 업무 중심 작업자의 생각을 실현하
는 것은 얼마나 우수한 툴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전환 가능한 Dell 
Precision 5530 2-in-1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확한 성능과 탁월한 휴대성을 제
공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Dell 액
티브 펜은 압력 감지 스케치 기능이 내장되
어 있습니다. 

Precision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적합하게 맞춤 설계
되었습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정되고 프로파일링
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Active Pen PN556W 
프리미엄 액티브 펜의 다중 모드 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필기감과 향상된 생산성
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5530 2-in-1
세련된 디자인과 초소형 크기를 자랑합니다. 세계 정상급의 
소형 15형 2-in-1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업계를 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신 인텔® 코어™ 프
로세서를 탑재한 2-in-1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이동 중에 
프로젝트를 설계, 편집 및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되
었습니다.

* 2018년 3월 경쟁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결과 기준.

Dell Dock | WD19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Dell ExpressCharge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USB-C 도크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경쟁 제품 관련 Dell 내부 분석 기준. 호환 가능한 
Dell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30W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
션은 Adobe Creative Cloud
에 최적화된 인증받은 제
품입니다.

https://www.dellemc.com/en-gb/precision/index.htm#cobrand=intel&video-overlay=6049425339001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영화 및 TV 워크플로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편집 워크플로는 선명하고 깨끗하며 최첨단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캡처, 편집 진행, VFX 및 컴포지트, 컬러 Grade 및 Finish, 최종 완
성된 미디어 게시를 의미합니다. Dell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최대 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워크스테이션을 동적으로 정밀 조정하여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ISV 인증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콘텐츠 제작 표준이 훨씬 더 높은 해상도(8K)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2.  OTT, 가상 프로덕션 및 HDR과 같은 경향은 모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
습니다.

3.  급증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빠르게 확장 및 축소해야 합니다.

4.  고성능을 활용할 수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웃소싱 비용
을 증가시킵니다.

5.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시설을 열거나 기존 시설을 닫
거나 병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캡처* 편집 진행 모션  

그래픽
VFX +  
컴포지트

사운드 
디자인/믹스

컬러 
GRADE/FINISH 게시

AJA
Blackmagic Design

Blue�sh444
GoPro
RED
Sony

Adobe® Premiere Pro®

Avid® Media Composer
Blackmagic DaVinci 

Resolve
Grass Valley Edius
MAGIX VEGAS Pro

Autodesk® Maya®

Autodesk® 3ds Max®

Foundry Nuke™

MAXON Cinema 4D
SideFX Houdini™

Blender 3D

Adobe® After E�ects®

Adobe® Photoshop®

Assimilate Scratch
Autodesk® Flame®

Blackmagic Design Fusion
Foundry Nuke™

Adobe® Audition®

Avid® Pro Tools
Blackmagic Fairlight
Steinberg Nuendo

Adobe® SpeedGrade®

Autodesk® Flame®

Blackmagic DaVinci 
Resolve

FilmLight BaseLight

Adobe® Media 
Encoder®

과제:

당면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한 
비디오 편집

Precision 7920 타워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
습니다.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거의 모든 작업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
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luetooth® LE를 통
해 서로 호환되는 디바이스를 2개까지 동시에 페어
링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전문가용 그래픽 카드
를 사용하여 실시간 및 오프라인 렌더링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제공하
는 멀티 코어 CPU를 탑재한 Precision 타워 또
는 랙 워크스테이션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또한 
Linux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되므로 디자인 속도
를 더욱 높이고, 이미지를 몇 분 만에 구성하고, 
대용량 파일 및 빠르게 보내야 하는 파일을 안
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Dell UltraSharp 27 4K HDR 모니터 | UP2718Q
Dell 최초의 27형 4K HDR 모니터를 사용하여 HDR10에서 비
디오를 확인합니다. 모니터에 적용된 Dell PremierColor는 넓
은 색상 범위, 놀라운 색 심도, 정확한 색상 및 선택 가능한 
색상 매개변수 등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6K 또는 8K로 촬영한 영상
을 원본 화질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
정되고 프로파일링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
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Canvas
27형 100% Adobe RGB 터치 디스플레이와 압력 감
지 펜을 사용하여 메뉴와 컨트롤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으며 그래픽, 매트 페인팅 및 로토스코프를 
정밀하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 7920 타워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이 높으면서 
로컬 및 오프라인 렌더링과 복잡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https://www.dellemc.com/et-ee/video-collateral/demos/microsites/mediaplayer-video/2017/framestore-studio-ar-vr-and-dell-it.htm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customer-profiles-case-studie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Breaking_through_limitations_-_Dell_and_Sherpa_Digital_Media.pdf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emc.com/en-gb/precision/index.htm#cobrand=intel&video-overlay=6049425339001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모바일 
비디오 편집

Precision 7740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
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Dell의 17형 모
바일 워크스테이션은 현장에서나 이동 중이거
나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경
우 로컬 및 오프라인 렌더링 및 복잡한 시각 효
과에 적합합니다. Linux가 사전 설치되어 제공
하므로 더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를 구성하며 크고 시간이 촉박한 
파일을 안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7740

HDR 및 8K 지원
DisplayPort 1.4 및 듀얼 Thunderbolt 3을 통해 
HDR 및 8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PremierColor UltraHD 해상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완벽한 선명도의 화면
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만큼 놀라운 성능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 초고속 메모
리 및 전문가용 그래픽을 탑재하여 필요할 때 어디
에서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정되고 프로파일링
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필요할 때 추가적인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6K 또는 8K로 촬영한 영상을 원본 
화질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l Performance Dock | WD19DC
매우 강력한 Thunderbolt Dock가 최대 210W를 제공합니다. 
전원 기기는 집에 두고,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에 케이
블 하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원을 공급해 보십
시오.

* 인텔® 제온® E-2286M, 8코어 제온, 128GB RAM, NVIDIA Quadro™ 
RTX 5000 그래픽이 장착된 경우. Dell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5월. 

RTX GPU로 구성된 Dell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은 NVIDIA 
QuadroTM RTX Studio를 지원합니다.

https://www.dellemc.com/et-ee/video-collateral/demos/microsites/mediaplayer-video/2017/framestore-studio-ar-vr-and-dell-it.htm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customer-profiles-case-studie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Breaking_through_limitations_-_Dell_and_Sherpa_Digital_Media.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시각 효과 워크플로
현대적인 시각 효과는 청중의 상상을 현실로 실현합니다. 창의적 업무 중심의 작업자를 위해 Dell의 뛰어난 시각 효과 기술은 최대 성
능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워크스테이션을 동적으로 미세 조정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상상을 실현하며 ISV 인증을 

통해 신뢰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력 제약을 수용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의 상당 부분을 옮기고 팜을  
렌더링해야만 합니다.

2.  작업 가능한 업계 인재에 의존하는 우수한 콘텐츠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3.  시청자의 안목과 까다로워지고 있는 취향으로 인해 더욱 현실감 있는 VFX가 
필요합니다.

4.  OTT, VR 및 HDR과 같은 경향은 모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시컬러 GRADE/FINISHVFX + 컴포지트모션 그래픽
Adobe® Media Encoder®Adobe® SpeedGrade®

Autodesk® Flame®

Blackmagic DaVinci Resolve
FilmLight BaseLight

Adobe® After E�ects®

Adobe® Photoshop®

Assimilate Scratch
Autodesk® Flame®

Blackmagic Fusion
Foundry Nuke®

Autodesk® Maya®

Autodesk® 3ds Max®

Foundr Modo®

Foundry Katana®

MAXON Cinema 4D
SideFX Houdini™

Blender 3D

과제:

당면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한 
시각 효과

Precision 7920 타워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
습니다.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거의 모든 작업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
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luetooth® LE를 통
해 서로 호환되는 디바이스를 2개까지 동시에 페어
링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실감 넘치는 시각 효과를 제작하려는 시각 
효과 아티스트에게 적합합니다.

Precision 7920 타워가 시각적 혁신을 실현합
니다. 시각적 혁신을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Precision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적합하게 맞춤 설계
되었습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
정되고 프로파일링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
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Canvas
27형 100% Adobe RGB 터치 디스플레이와 압력 감
지 펜을 사용하여 메뉴와 컨트롤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래픽, 매트 페인팅 및 로토스코프를 정
밀하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Dell UltraSharp 27 4K HDR 모니터 | UP2718Q
Dell 최초의 27형 4K HDR 모니터를 사용하여 HDR10에서 비디오
를 확인합니다. 모니터에 적용된 Dell PremierColor는 넓은 색상 
범위, 놀라운 색 심도, 정확한 색상 및 선택 가능한 색상 매개변
수 등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
합니다.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6K 또는 8K로 촬영한 영
상을 원본 화질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 7920 타워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
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이 높
으면서 로컬 및 오프라인 렌더링과 
복잡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는 프로
젝트를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https://youtu.be/FEsHHt2R-Xg
https://www.dellemc.com/ro-ro/video-collateral/demos/microsites/mediaplayer-video/2017/picture-element-shares-film-production.htm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이동 중에도 시각 
효과 작업 가능

Precision 7740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
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파워 부스트를 원하는 시각 효과 아티스트의 
경우 어디에서나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Dell의 17형 모
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
젝트를 작업하는 비디오 편집자와 복잡한 시
각 효과에 대한 로컬 또는 오프라인 렌더링에 
적합합니다.

Precision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적합하게 맞춤 설계
되었습니다.

Dell Precision 7740

HDR 및 8K 지원
DisplayPort 1.4 및 듀얼 Thunderbolt 3을 통해 
HDR 및 8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PremierColor UltraHD 해상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완벽한 선명도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만큼 놀라운 성능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 초고속 메모
리 및 전문가용 그래픽을 탑재하여 필요할 때 어디
에서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정되고 프로파일링
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UltraSharp 32 8K 모니터 | UP3218K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6K 또는 8K로 촬영한 영상을 원본 화
질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 제온® E-2286M, 8코어 제온, 128GB RAM, NVIDIA Quadro™ RTX 
5000 그래픽이 장착된 경우. Dell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5월. 

필요할 때 추가적인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Dell Performance Dock | WD19DC
매우 강력한 Thunderbolt Dock가 최대 210W를 제공합니다. 
전원 기기는 집에 두고,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에 케이
블 하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원을 공급해 보십
시오.

RTX GPU로 구성된 Dell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은 NVIDIA 
QuadroTM RTX Studio를 지원합니다.

https://youtu.be/FEsHHt2R-Xg
https://www.dellemc.com/ro-ro/video-collateral/demos/microsites/mediaplayer-video/2017/picture-element-shares-film-production.htm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애니메이션 기능 및 게임 제작 워크플로
영화의 경우 애니메이터는 화면에 나오는 부분만 고려하면 되지만, 3D 비디오 게임에서는 환경이 360도 수준에서 모두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Dell은 최대 성능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 동적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며 ISV 인증을 통해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전력 제약을 수용하기 위해 인프라스트럭처의 상당 부분을 옮기고 팜을  
렌더링해야만 합니다.

2. 작업 가능한 업계 인재에 따라 우수한 콘텐츠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3. 게임은 그 어느 때 보다 몰입적이고 광대합니다.

4. 안목이 있고 젊은 청중은 낮은 품질의 게임을 거부합니다.

5. OTT, VR 및 HDR과 같은 경향은 모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6. 멀티 플랫폼 게임, 특히 모바일 플랫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D 이미지 
편집

3D 모델 
및 애니메이션

*VR 하드웨어 플랫폼 사운드 
디자인/믹스 소프트웨어 개발 상호 작용형  

(게임) 엔진
Adobe® Photoshop®

Adobe®  Premiere®

Adobe® After E�ects®

Substance Designer
Substance Painter

Autodesk® 3ds Max®

Autodesk® Maya®

Foundry Modo®

Maxon Cinema 4D
Blender 3D

SideFX Houdini™

HTC Vive
Oculus Rift

Google Cardboard
Sony Playstation VR
Samsung Gear VR

Adobe® Audition®

Magix
SoundForge

Avid® Pro Tools
Audacity

Microsoft C++
Python

C#(‘C샵’)
JavaScript
Perforce

Epic Unreal Engine
Unity3D
Crytek

Cry Engine
Amazon Lumberyard

* 모든 VR 제공 플랫폼이 호스트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

당면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한 
애니메이션

Precision 7920 타워

Dell Premier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17
거의 모든 작업 공간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
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luetooth® LE를 통
해 서로 호환되는 디바이스를 2개까지 동시에 페어
링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Dell의 고정형 
워크스테이션은 비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잠재력에 한계는 없습니다. 또한 Linux를 
사전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 빠른 
속도로 디자인하고 더욱 선명하고 실물과 같
은 그래픽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를 구성
하며 크고 시간이 촉박한 파일을 안심하고 전
송할 수 있습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
정되고 프로파일링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
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Dell Canvas
27형 100% Adobe RGB 터치 디스플레이와 압력 감지 펜을 사용하여 메뉴와 컨트롤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정밀한 그래픽 스케치, 페인트 질감이 가능하며 지오메트리도 그릴 수 있습니다.

Dell UltraSharp 38 커브드 모니터 | U3818DW
테두리가 거의 없는 In�nityEdge와 넓고 시원한 커브드 스크
린을 갖춘 이 37.5형 모니터는 거의 완벽한 시야각을 형성하
여 어느 위치에서나 고른 시각적 초점을 구현하므로 화면을 
두루 살펴보기 위한 동공 움직임이 감소합니다. 중단이 없는 
높은 생산성으로 더욱 편안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HTC Vive Pro
CGI 프로젝트를 
3D로 확인합니다.

3dconnexion 
SpaceMouse Pro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
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매끄
러운 동작으로 화면 돌
리기/화면 당기기/화면 
이동하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Precision 7920 타워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가 탑재되
어 있습니다. 복잡성이 높으면서 로컬 및 오프라
인 렌더링과 복잡한 시각 효과를 사용하는 프로
젝트를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2개의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장착된 경우 3.0TB 
2666MHz 메모리 용량 및 NVIDIA GP100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2017년 10월 워크스테이션 경쟁 제품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기준.

https://youtu.be/U-Wayc_ysAU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모바일 
애니메이션
Precision 7740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Dell의 17형 모
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
젝트를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복잡한 
시각 효과의 로컬 또는 오프라인 렌더링에도 
적합합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의 강력한 성능
으로는 Linux가 사전 설치되어있어 더 빠른 속
도로 디자인하고 더욱 선명하고 실물과 같은 
그래픽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를 구성하
며 크고 시간이 촉박한 파일을 안심하고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ell Precision 7740

HDR 및 8K 지원
DisplayPort 1.4 및 듀얼 
Thunderbolt 3을 통해 HDR 
및 8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PremierColor UltraHD 해상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완벽한 선명도의 화면
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만큼 놀라운 성능
최신 인텔® 코어™ 및 제온® 프로세서, 초고속 메
모리 및 전문가용 그래픽을 탑재하여 필요할 때 
어디에서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X-Rite Colorimeter i1Display Pro
클라이언트의 색상표에 완벽하게 보
정되고 프로파일링된 디스플레이를 
보장하며, 색상 정확도 유지에 필요
한 속도, 옵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Jabra Evolve 75
이 무선 헤드셋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 
제거 기능으로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 인텔® 제온® E-2286M, 8코어 제온,  
128GB RAM, NVIDIA Quadro™ RTX 5000 그래픽이 장착된 경우.  
Dell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5월. 

3dconnexion SpaceMouse Pro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를 번갈아 가
며 사용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매끄
러운 동작으로 화면 돌리기/화면 
당기기/화면 이동하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추가적인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Dell Performance Dock | WD19DC
매우 강력한 Thunderbolt Dock가 최대 210W를 제공합니다. 
전원 기기는 집에 두고,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에 케이
블 하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원을 공급해 보십
시오.

RTX GPU로 구성된 Dell Precision 7740 
워크스테이션은 NVIDIA QuadroTM RTX 
Studio를 지원합니다.

https://youtu.be/U-Wayc_ysAU
https://www.dell.com/learn/us/en/04/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ichnc04897-ws-certification-brief-generic-lo.pdf
https://i.dell.com/sites/doccontent/shared-content/data-sheets/en/Documents/Dell-Precision-Technology-Certification.pdf
https://blog.dell.com/ko-kr/dell-technology-marvel-studios-ant-man-wasp/
https://www.dell.com/ko-kr/shop/accessories/apd/528-bcje
https://www.youtube.com/watch?v=TLvFRGz1_9I&feature=youtu.be
https://i.dell.com/sites/csdocuments/Merchandizing_Docs/en/dell_precision_optimizer_spec_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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