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이제 생각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인증된 애플리케이션에서워 테이션은 인증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의 극치를 제공하는 창조 엔진입니다.



Market Trends

생산성 신뢰성 관리 용이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은 워크스테이션 사용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증대

생산성 신뢰성 관리 용이성

• 설계 공정에서 3D 
시뮬레이션 및

• 세계화 증가 • 경쟁력 있는 변화
시뮬레이션 및 분
석 작업

• 고급 소프트웨어

• 노동 인구의 변화

• 지원 및 이동성 향
상

• 예산 제한

• 통합 솔루션의 필
요성 대두

제품군과 번들

• 경쟁력 강화

상 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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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강력한성능
더 많은 성능 요구사항과 특정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에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성능과
확장성의 극대화

전문가가
생각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뢰성
혁신적인 시스템 설계와 커머셜급의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작업할 수 있 록 해주는

창조 엔진
혁신적인 시스템 설계와 커머셜급의 소프트웨어로 인정받
은 ISV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동 시간과 효율성 극대화

관리용이성
현재의 환경에 매끄럽게 통합되는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
고, 부품 교체가 쉬운 시스템

최종 사용자 컴퓨팅3 Confidential



수 년에 걸친 워크스테이션의 성장

2012 Dell™ Precision™ T3600, 
T5600 T7600 수상 경력 보유한T5600, T7600: 수상 경력 보유한
우수한 섀시 설계

2011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5형, 17형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모바일 워크스테이션

2010 랙 워크스테이션 시장 선도

2005 듀얼 코어 스테이션을 런칭한듀얼 어 테이션을 런칭한
최초의 계층 1 공급업체

2001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런칭한
최초의 계층 1 공급업체최 의 계층 공급업체

2000 토탈 워크스테이션 1위
(선적 물량)

1998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2위1998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2위
(선적 물량)

1997 Dell, 7월에 시장 진입



전문 사용자의전문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충족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워크스테이션워크스테이션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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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recision 고정형 워크스테이션Dell Precision 고정형 워크스테이션

T7500 T5500 T3500 T1600T7500
풀 타워

T5500
미드 타워

T3500
미드 타워

T1600
미드 타워

최고급 듀얼 소켓 고급 듀얼 소켓 메인스트림 엔트리 레벨최 급 듀얼 소켓
워크스테이션

급 듀얼 소켓
워크스테이션

메인 트림
단일 소켓

워크스테이션

엔트리 레벨
단일 소켓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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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Magazine’s Editors’ Choice Award!PC Magazine s Editors  Choice Award!

Awarded to the Dell Precision T1600

–“…우리가 테스트한 제품 중 가장 빠른
비즈니스 시스템 중 하나, 이 제품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사실을워크스테이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HP Z210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과 비 했을 때
T1600이 더 강력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여준다. ”

지 가격 성 확장성에–“지금, T1600은 가격, 성능,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균형잡힌 제품이다.”



Dell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Dell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M6600 M4600

완벽한 고정형
워크스테이션

우수한 이동력과
성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17인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15인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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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recision 랙 워크스테이션Dell Precision 랙 워크스테이션

R5500 FX100

랙형 워크스테이션 Remote Desktop 
제로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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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통과인증 및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통과

• Dell은 많은 ISV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원활하고수행해왔기 때문에 원활하고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
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
니다니다. 

• 엔지니어링에 많은 시간을 투
자했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자했 ,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앞선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최
적화하였습니다. 적화하였습니다

• 최적화된 머신에서 최대 성능
을 발휘함으로써 신뢰와 가치
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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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급 워크스테이션 요구에 완벽한
에코시스템 제공

Dell UltraSharp™ 모니터와 PremierColor: 

최상의 화면 전면 경험을 요구하는 컬러가 중요시
되는 작업에 적합

• 최소 110%*(보통, CIE 1976)의 색재현 범위를 구현해 광범위한 컬러
와 컬러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와 컬러 디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 12비트 내부 프로세싱 장점

• 최대 1.0억 7천개 컬러

• 낮은 회색톤 구별, 매우 디테일하게 어두운 영역 표현

• 채도, 색조, 게인, 오프셋 쉽게 조정

• 연결 옵션 확장

• 넓은 시야각: 178° x 178°
*CIE 1976(85%) 및 CIE 1931(72%) 테스트 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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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을 돕는 Dell고객의 성공을 돕는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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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개발력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개발력

진화하는 기술

가상 시안 작업 시간 단축가상 시안 작업 시간 단축

이동성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력
향상

빠르고
정확한

가속화된
시안 작업

향상

향상된
가상화

생산성 ROI 및 제품 개선

정확한
시뮬레이션

시안 작업가상화

생산성, ROI 및 제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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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이점

• Dell Precision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 Dell Precision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
션입니다.

• Dell Precision M4600은 9셀 배터리(옵션)와 NVIDIA®
강력한성능

Dell Precision M4600은 9셀 배터리(옵션)와 NVIDIA® 
Optimus™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수명을 최대 10시간 30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Dell Precision M6600은 9셀 배터리(옵션)와 NVIDIA® 
Optimus™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수명을 최대 11시간 30분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 Dell Precision M6600은 이전 세대 17인치 모바일 워크스테
이션보다 최대 190%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Dell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내구성 설계로
극한의 온도와 흔들림, 먼지, 높은 고도와 충격에 대한 MIL-
STD-810G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관리용이성

글로벌 마케팅Confidential14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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