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1을 자랑하는 강력하고 선도적인 모듈형 USB-C® 도크로 PC를 더
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현재 필요한, 그리고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연결 단자, 

전원 공급, 호환성, 디스플레이 지원 구성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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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Dell 도크는 모든 Dell 노트북에 최고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도킹 호환성 가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WD19S 도크는 USB-C 도킹에 대한 업계 표준을 지원하는 HP 및 Lenovo와 같은 타사 노트북과도 호환됩니다3.

WD19TBS 도크는 Apple® 인증 획득 제품으로, Mac 디바이스와 호환됩니다.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ell Thunderbolt Dock 기능 요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WD19TBS 도크는 Thunderbolt 도킹에 대한 업계 표
준을 지원하는 Apple, HP, Lenovo와 같은 타사 노트북과도 호환됩니다3.

Dell 노트북 대비 타사 노트북의 기능 제한 사항은 지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D6000S 모델은 USB-C 또는 USB-A(USB 3.0 이상) 포트가 장착된 모든 노트북과의 범용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전
원 어댑터가 필요한 Dell 노트북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D(Power Delivery) 
최고 수준의 PD(Power Delivery) 능력을 갖춘 Dell 도크에 연결하면 작업 중에도 Dell 디바이스를 매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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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포트

노트북의 연결 포
트

WD19S WD19TBS WD19DCS D6000S

USB-C P P P P

Thunderbolt P P P P

듀얼 USB-C P P P P

USB-A P

P USB-C/DP Alt 모드 도킹

P Thunderbolt Alt 모드 도킹

P DisplayLink 기술

P 듀얼 USB-C 도킹

일부 Dell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이중 커넥터를 통해 4개의 DP 레인을 지원합니다.

듀얼 USB-C 도킹을 지원하는 Dell Precision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목록은 Dell 도킹 호환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Dell Dock – WD19S 
130W

Dell Dock – WD19S 
180W

Dell Thunderbolt Dock 
– WD19TBS

Dell Performance Dock 
– WD19DCS

Dell Universal 
Dock – D6000S

130W 전원 어댑터
가 포함되어 있으며 
Dell PC 및 타사 PC
에 최대 90W의 전
원을 공급합니다2.

180W 전원 어댑터가 포
함되어 있으며 Dell PC
에 최대130W, 타사 PC
에 최대 90W의 전원을 

공급합니다2.

180W 전원 어댑터가 포
함되어 있으며 Dell PC
에 최대130W, 타사 PC
에 최대 90W의 전원을 

공급합니다2.

240W 전원 어댑터가 포함
되어 있으며 호환되는 Dell 
PC에 듀얼 커넥터를 통해 
최대210W의 전원을 공급
합니다. 단일 커넥터를 통
해 Dell PC에 130W, 타사 

PC에 최대 90W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130W 전원 어댑터가 포
함되어 있으며 호환되는 
Dell PC 및 타사 PC에 
최대 65W의 전원을 공
급합니다(시스템에 도킹 
시 충전하도록 구성된 

USB Type-C® 포트를 사
용할 경우)2.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_docking_compatibility_guide.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brochure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thunderbolt-dock-wd19tb-apple-certification.pdf.external
https://www.dell.com/support/kbdoc/ko-kr/000181877/
https://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products/electronics-and-accessories/technical-support/dell-universal-dock-d6000s-platform-list.pdf.external
https://www.dellemc.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_docking_compatibility_guide.pdf.external


Dell 도킹 모듈 업그레이드
전체 도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도킹 모듈을 Thunderbolt 또는 듀얼 USB-C 연결로 바꿀 수 있
습니다. 

도움말

도킹 모듈을 교체할 때 모니터 해상도 및 주변 기기 지원은 Dell 
Thunderbolt Dock WD19TBS 사양과 동일합니다.

도킹 모듈을 교체할 때 모니터 해상도 및 주변 기기 지원 사양은 
Dell Performance Dock WD19DCS 사양과 동일합니다.

도킹 모듈을 교체할 때 모니터 해상도 및 주변 기기 지원 사양은 
Dell Performance Dock WD19DCS 사양과 동일합니다.

DELL 도크

WD19S를 WD19TBS로 업그레이드 

WD19S를 WD19DCS로 업그레이드 

WD19TBS를 WD19DCS로 업그레이드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thunderbolt-dock-wd19tbs-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thunderbolt-dock-wd19tbs-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performance-dock-wd19dcs-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performance-dock-wd19dcs-data-sheet.pdf.external


1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 제품에 대해 실시한 Dell 내부 분석 결과 기준, 2019년 2월. 호환 가능한 Dell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30W의 전원
을 공급합니다. 

2 Precision 7510/7520/7530/7710/7720/7730에는 130W보다 많은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Dell Dock WD19S(130W/180W) 또는 Dell Thunderbolt Dock 
WD19TBS에 도킹할 경우 최적의 운영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Precision 7000 Series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최대 
210W의 PD(Power Delivery)를 제공하는 듀얼 USB-C 커넥터가 포함된 Dell Performance Dock WD19DCS를 선택하면 최적의 경험을 구현할 수 있으며 추
가 전원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Dell USB-C 및 Thunderbolt™ Dock는 USB-C 또는 Thunderbolt™ 업계 사양을 구현한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타사 노트북에서 USB-C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대 90W의 전력 공급에 필요한 USB Power Delivery 2.0 이상, 최대 10Gbps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USB 3.2 이상, 비디오 출력용 DisplayPort™ Alt 모드
를 지원해야 합니다. 

 타사 노트북에서 Thunderbolt™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대 90W의 PD(Power Delivery)에 필요한 USB Power Delivery 2.0 이상, 최대 40Gbps의 데이터 전
송에 필요한 Thunderbolt™ 3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 버튼, MAC 주소 패스스루, Wake On Dock, Wake On LAN 기능은 Dell 노트북에서만 작동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유틸리티는 Windows OS 
시스템에서 작동합니다. 모니터에 대한 Multi-Stream Transport 지원(확장형 데스크탑)은 Apple PC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Dell USB-C Dock는 클론 모드에
서만 디스플레이를 지원됩니다. 타사 노트북의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여 호환성을 확인하십시오.

4 HBR(High Bit Rate)은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결정하는 DisplayPort 표준입니다. HBR 버전을 확인하려면 해당 노트북의 사양을 참조하십
시오.

5 DisplayLink 기술은 DP 및 HBR 버전과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제품 공급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2021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Technologies, Dell, EMC,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
일 수 있습니다. USB Type-C® 및 USB-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등록 상표입니다. 

ID#G21000009

추가 리소스 
아래 링크에서 Dell 도킹 관련 리소스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l 도킹 솔루션 제품군 브로셔
Dell 도킹 호환성 가이드
Dell Thunderbolt Dock WD19TBS 스펙 시트
Dell Performance Dock WD19DCS 스펙 시트
Dell Dock WD19S 180W 스펙 시트
Dell Dock WD19S 130W 스펙 시트
Dell Universal Dock D6000S 스펙 시트

디스플레이 지원 
Dell 도크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높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아래 표에서 모델별 디스플레이 지원에 대한 요약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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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19S WD19TBS WD19DCS D6000S

USB-C/DP Alt 모드 도킹 Thunderbolt Alt 모드 도킹 듀얼 USB-C 도킹 DisplayLink 기술5

HBR2 PC4 FHD 2개, 60Hz
QHD 1개, 60Hz
4K 1개, 30Hz

FHD 3개, 60Hz
QHD 3개, 60Hz
4K 2개, 60Hz

FHD 3개, 60Hz
QHD 3개, 60Hz
4K 1개, 60Hz

FHD 3개, 60Hz
QHD 3개, 60Hz
4K 2개, 60Hz

HBR3 PC FHD 3개, 60Hz
QHD 2개, 60Hz
4K 1개, 60Hz

FHD 4개, 60Hz
QHD 4개, 60Hz
4K 2개, 60Hz

FHD 3개, 60Hz
QHD 3개, 60Hz
4K 2개, 60Hz
8K 1개, 30Hz

FHD 3개, 60Hz
QHD 3개, 60Hz
4K 2개, 60Hz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brochure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_Docking_Solutions_Family_Brochure.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_docking_compatibility_guide.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thunderbolt-dock-wd19tbs-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performance-dock-wd19dcs-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dock-wd19s-180w-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resources/ko-kr/asset/data-sheets/products/electronics-accessories/dell-dock-wd19s-130w-data-sheet.pdf.external
Https://www.delltechnologies.com/asset/ko-kr/products/electronics-and-accessories/technical-support/dell-universal-dock-d6000s-spec-sheet.pdf.exte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