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차원의 전문화된 인텔리전스
오늘날의 금융 기관을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금융 서비스 활용 사례

귀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R&D 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트레이더 및 투자자 서비스 팀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케팅, 운영, HR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팀원들을 위한 중요 기술을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기능성이 뛰어난 미팅 공간을 고객과 
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신입 직원들에게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교육하는 
기능성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테일 지점을 현대화해 
보십시오. 

R&D

트레이딩 및 투자자 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

미팅 공간

교육 공간

금융 센터 

4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E

A

B CC

D

권장 Dell 솔루션†

A. Precision 7920 타워

B. Dell UltraSharp 43 4K USB-C 모니터 – 

U4320Q

C. Dell UltraSharp 25 USB-C 모니터 – 

U2520D(x2) 

D.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E.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솔루션 세부 정보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트레이더와 영업 담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시스템은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빠른 처리 능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져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및 투자자 서비스
보다 빠르고 원활한 고객 경험을 실현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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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D는 귀사를 차별화하고 귀사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최신 동향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 Dell 솔루션†

R&D

A. Precision 7770

B. Dell Performance Dock – WD19DCS*

C. Dell UltraSharp 49 커브드 모니터 – 

U4919DW

AI 및 머신 러닝

D. Precision 7920 타워

초기 연구/추론 모델 

E. Latitude 5531 

F. Dell Thunderbolt™ 4 Dock – WD22TB4

G. Dell UltraSharp 27 4K USB-C 허브 모니터 – 

U2723QE*(x2) 

H. Dell 듀얼 모니터 암 – MDA20*

추가 액세서리 및 옵션

I. Dell UltraSharp 32 4K USB-C 허브 모니터 – 

U3223QE

J. Dell Premier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7321W

솔루션 세부 정보 

연구원과 개발자들에게는 분석할 데이터를 더 많이 표시하고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멀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컴퓨팅 기능이 필요합니다. Latitude 및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뛰어난 성능과 미션 크리티컬 신뢰성을 

제공하므로 직원들은 업계의 최신 동향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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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문가
마케팅, 운영, HR 및 기타 부서는 모든 기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부서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장 Dell 솔루션†

A. Latitude 7330, 7430, 7530*

B. Latitude 5330, 5430, 5530 

C. Dell UltraSharp 27 4K USB-C 허브 모니터 – 

U2723QE(x2)

D. Dell 듀얼 모니터 암 – MDA20 

E. Dell Thunderbolt™ 4 Dock – WD22TB*

F. Dell 도킹 스테이션 마운트 키트 – MK15*

G. 멀티포트 어댑터를 갖춘 Dell 스피커폰 – 

MH3021P 

H. Dell Premier 무선 ANC 헤드셋 – WL7022

I. Dell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콤보 – KM7120W

추가 액세서리 및 옵션 

J. Dell EcoLoop Pro 백팩 – CP5723

K. Latitude 5430

L. Dell 7-in-1 USB-C 멀티포트 어댑터 – DA310

M. Dell Premier 충전식 무선 마우스 – 

MS7421W

N. Dell 노트북 파워 뱅크 플러스 USB-C 

65WH – PW7018LC

O. Dell UltraSharp 웹캠 – WB7022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솔루션 세부 정보 

새로운 Latitude 7000 및 5000 Series는 사무실 중심의 근무자와 회사 내 이동이 잦은 근무자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과 긴 배터리 지속 시간, 탁월한 보안 기능, 관리 용이성을 기반으로 언제나 높은 생산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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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공간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계 형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팅 

공간입니다. 팀원 간의 일대일 면담 공간부터 고객을 응대할 세련된 중역 회의실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솔루션 세부 정보 

Dell의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는 최대 20개의 터치 포인트와 OptiPlex 마이크로 PC**를 수납할 수 있는 후면의 

전용 공간을 제공하므로 원활한 올인원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형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에서 지연 

없이 쓰거나 그려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 및 옵션 

D. Dell 멀티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콤보 – KM7120W

E. Logitech Rally 카메라

권장 Dell 솔루션†

A. Dell 4K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 – C8621QT, 

C7520QT, C6522QT 또는 C5522QT 

B. C8621QT, C7520QT, C6522QT 또는 

C5522QT용 Chief Large Fusion 벽면 마운트  

C. OptiPlex 7000 마이크로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선택 사항, 별도 판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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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Dell 55 4K 컨퍼런스 룸 모니터 – C5519Q

B. Precision 3660 타워

C. Latitude 5330

추가 액세서리 및 옵션 

D. C5519Q용 Chief Fusion 스탠드 – LDS1U

E. Dell UltraSharp 27 4K USB-C 허브 모니터 – 

U2723QE

F.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G. Dell 노트북 파워 뱅크 플러스 – PW7015L

솔루션 세부 정보 

신입 직원들이 교육 후 실제 업무에 사용하게 될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의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 환경에서 모범 사례와 프로세스를 익히면 업무 적응 시간이 단축되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간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컴퓨팅 솔루션으로 탁월한 기능성과 함께 세련미도 

갖춘 교육 공간을 구축하여 실시간 학습을 지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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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Dell 솔루션†

A.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B. Dell 27 USB-C 허브 모니터 – P2723DE*

추가 액세서리 및 옵션 

C. OptiPlex 5490 올인원

D. Dell 24 모니터 – P2423D

E. Dell Pro 스테레오 헤드셋 – WH3022

F. Dell Pro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 

KM5221W

G. Latitude 7430

솔루션 세부 정보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또는 터치 기능 옵션을 갖춘 OptiPlex 올인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객 

키오스크와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센터
인터랙티브 기술로 고객이 귀사와 소통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테일 지점을 현대화해 보십시오.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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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금융 기관을 위한 기술  
기반 솔루션.

† 지역에 따라 일부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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