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활한 연결. 간편한 맞춤 구성.
DELL MOBILE PRO 무선 마우스 - MS5120W

 2.4GHz 무선 연결 및 Bluetooth 5.0이 
포함된 듀얼 모드 연결 기능으로 거의 

모든 PC에 페어링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는 Windows, Mac, 
Chrome, Linux, Android 등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호환됩니다.

마우스에 직관적으로 배치된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면 웹 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Dell Peripheral Manag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를 효율적으로 맞춤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 구성  
및 관리

단일 배터리로 최장 36개월1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교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Dell 
Advanced Exchange 서비스2를 통해 

3년 보증 기간 동안 마우스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익일에 

교체용 유닛을 배송해 드립니다.3

뛰어난 
내구성

원활한 
연결



특징 및 기술 사양

켜기/끄기 스위치

연결 모드 버튼

사용자 지정 가능한 
버튼:
앞으로 버튼
뒤로 버튼

1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모델 계산에 따른 Dell 내부 분석 기준, 2019년 11월. 결과는 사용 방법과 컴퓨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화/온라인 진단 후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용 부품/유닛이 배송됩니다. 결함이 발생한 유닛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 제한적 하드웨어 보증서가 필요하면 Dell USA LP, Attn: Warranties, One Dell Way, Round Rock, TX 78682에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dell.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4 시스템 요구 사항: Bluetooth Low Energy 기술.
5 Windows 10 버전 1803 이상 및 Windows 11과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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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Dell.com을  
참조하십시오.

Dell Mobile Pro 무선 마우스 - MS5120W

색상 블랙, 타이탄 그레이

연결 기능 무선 - 2.4GHz 또는 Bluetooth 5.04 
Microsoft Swift Pair5

배터리 지속 시간 36개월1

센서 옵티컬 LED

스크롤 기계식

해상도(DPI) 기본값 1600, DPM을 통해 1000, 1600, 2400, 4000으로 조정 가능  

버튼 개수 7개(5개는 사용자 지정 가능)  

크기

  높이 38.3mm(1.5")

  길이 104.5mm(4.1")

  너비 61.5mm(2.4")

중량(배터리 제외) 73.7g(0.16lb)

OS 지원 2.4GHz / Bluetooth 
•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및 Windows 11, Mac, Linux(Red Hat Enterprise 8.0/Ubuntu 18.4), 

Chrome, Android OS

Dell Peripheral Manager
• Windows 10 및 Windows 11

소프트웨어 Dell Peripheral Manager
• 디바이스 페어링
• 바로 가기 버튼 설정
• DPI 조절
• 배터리/연결 상태 보기
• 펌웨어 업데이트

보증 3년 Advanced Exchange 서비스2

패키지 구성 마우스
배터리(AA형 1개) 
설명서

배터리 상태 표시등

블랙 색상으로도 구매 가능

사용자 지정 가능한 버튼:
스크롤 휠 클릭/왼쪽 
기울임/오른쪽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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