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통찰력을 
통한 사전 예방적 

지원

재택/원격 근무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기본 보증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
합니다. PC용 ProSupport를 이용하면 지역 내 IT 전문가의 24x7 직접 지원 및 AI 기반의 지능
형 지원이 결합된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서비스로 IT 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도
록 지원합니다. 

16단계 감소 - 

 타사 지원 플랜의 문제 해결 절차와 비교한 수치*

최대 최대 Dell의 문제 해결 시간은 

더 빠르며
HP 및 Lenovo의 지원 플랜 
대비 간소화된 절차.*

6배 더 빠른 속도 
경쟁업체 대비 하드웨어 문제의 
해결 시간*

PC용 ProSupport

상태, 애플리케이션 경험 및 보안 점수가 모두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므로 모든 디바이스
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디바이스 및 직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의 상태 모니터링

AI 기반 텔레메트리 및 통찰력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감지하고 해결하여 다운타임과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에서 알림을 받고 티켓을 자동으로 생성
하며 해결 방법을 분석하기 때문에 전화조차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문제 해결

최신 통찰력은 모든 디바이스 또는 단일 PC의 성능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 활용도 추세 파악, 
성능 문제 발견 등 모든 Dell 디바이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산성 증대

*2020년 5월 Principled Technologies 보고서 “Diagnose and resolve a hard drive issue in less time with Dell ProSupport Plus” 기준.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http://facts.pt/ddv0ne9

https://www.principledtechnologies.com/Dell/ProSupport-Plus-comparison-0620.pdf


맞춤 설정 가능한 대시보드로 전체/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제공

상태, 애플리케이션 
경험 및 보안 점수

기존 지원

단일 디바이스에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모든 Dell PC의 상태를 빠르게 분석

PC용 ProSupport에는 지역 내 ProSupport 
전문가의 24x7 직접 지원,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지원, 익일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서
비스 등 세계적 수준의 기존 지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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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활용도 
지표

실시간 활용도 지표를 통한 추세 및 성능 문제 파악 1

문제 탐지 및 
해결

사전 예방적 문제 탐지 및 자동 케이스 생성을 통해 경쟁업체보다 6배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직원의 생산성 향상2

성능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

업데이트 또는 최적화가 필요한 PC를 식별하는 지능형 분석 정보 및 권장  
사항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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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