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 Product Development
최신 디자인 기술로 타임 투 마켓 가속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완벽한 도구,

워크스테이션

위 결과를 보면, AMD FirePro W2100

시스템 구성을 진단합니다. 또한, 주요 ISV

프로페셔널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Dell Precision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파일, 최적화가

비즈니스가 정교해짐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높다는 인식 때문에 기업들이 도입을 망설이고

Tower 3420 워크스테이션은 유사하게 구성된

자동으로 인텔® 하이퍼 스레딩, CPU 코어,

IT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Future Ready

있지만,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PC 대비 얼마나

OptiPlex 7040 SFF(AMD 라데온 R5-240X

그래픽 및 전원 설정의 개수를 조정하여 121%

Workforce의 관점에서 IT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더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나면, 이런

그래픽 카드 장착)보다 107달러 더 높은 비용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활용 시스템 여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기업 사용자의 생산성을

망설임은 사라질 것입니다.

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 ISV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프로세서, 스토리지, 메모리, 그래픽

실행하는 동안 227.6%까지 더 빠른 성능을

활용에 대한 실시간 성능 보고서도 생성할 수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극대화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혁신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기업 내부에는 다양한 유형의

다음은 업계 표준 SPECwpc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있는 만큼, 획일화된 사양의 PC

Dell Precision Tower 3420과 Dell OptiPlex

로 기업에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끌어내기는

7040 SFF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SPECwpc

예를 들어, Siemens NX로 작업해 매년 7만 5,000

구성 요소 업그레이드 및 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설계, 방송 등에 종사하는

벤치마크는 다양한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달러를 버는 엔지니어가 컴퓨터로 그래픽 성능

Dell Precision Optimizer를 통해 Dell.com으로

그래픽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집약적인 작업에 하루의 25%를 소비한다고

쉽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ower 3000

측정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CPU, 그래픽, I/O

가정하면, 워크스테이션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

시리즈는 SATA SSD보다 최대 4배 빠른 처리량을

디자인 또는 애니메이션 관련 2D 또는 3D CAD

및 메모리 대역폭을 측정하는 30개 이상의 서로

비용을 17시간(근무일 기준 3일 이하)만에 만회할

제공하는 고성능 M.2 PCIe SSD, 데이터 및

에 의존하는 기업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워크로드를 포함합니다. 이 성능 비교에서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쏘시스템 카티아로

비디오의 고속 전송을 위해 카드에 추가 가능한

까다로운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토 데스크 Maya®, 다쏘시스템 CATIA®,

작업하는 엔지니어는 약 70시간(근무일 기준 9일

썬더볼트 2 옵션(출시 예정), 싱글비트 메모리

이런 경우 일반 PC보다는 워크스테이션이 더

다쏘시스템 SolidWorks®, Siemens NX 데이터

이하)의 추가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에러를 자동으로 수정해 안정적인 플랫폼을

적합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PC보다 가격이

세트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습니다.

제공하는 오류 정정 코드(ECC) 메모리, 더 빠른

Product

OptiPlex 7040 Small Form Factor
Commercial Desktop

Dell Precision Tower 3420 Workstation

Improvement over
Commercial Desktop

Processor

Intel® Core™ i5-6600 Processor

Intel® Core™ i5-6600 Processor

Memory Configuration

16GB (2 x 8GB) 2133Mhz NECC Memory

16GB (2 x 8GB) 2133Mhz NECC Memory

Hard Drive

2TB 7200RPM SATA drive

2TB 7200RPM SATA drive

Operation System

Microsoft® Windows® 7 Pro 64 bit

Microsoft® Windows® 7 Pro 64 bit

Graphics Card

AMD Radeon™ R5-240X with 2GB Memory

AMD FirePro™ W2100 with 2GB Memory

SPECwpc Maya

0.79

1.18

49.4%

SPECwpc Catia

0.78

0.94

20.5%

SPECwpc SolidWorks

1.15

1.55

34.8%

SPECwpc Siemens NX

0.29

0.95

227.6%

Price

1,095.1달러

1,201.1달러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프로세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인텔® 제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프로세서와 같은 선택적 구성 요소 강화 성능을

모든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가장 인기

지원합니다.

있는 전문가급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ISV)의 인증을

이처럼, 워크스테이션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받았습니다. Dell Precision Optimizer는 모든 Dell

투자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완료 시간 개선,

Precision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써,

프로젝트 반복 수 증가 및 직원의 초과 근무 단축

전력을 더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등 투자 대비 우수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워크스테이션의

“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신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앞서가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과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더 빠르고 세밀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5세대 메이커봇부터 복합 원료 고해상도 3D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테스트에 앞서 실시간으로 프린트해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라울 티쿠, Dell Precision 디렉터 겸 총괄 책임자

타임 투 마켓 가속화

생각의 속도만큼 빠른 디자인

강력한 물리적 프로토타이핑

공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변경 비용 증가

마케팅 및 판매 기술의 발전

워크스테이션 - 마음의 평안

타임 투 마켓 가속화
아이디어

제조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로,

다양한 미디어에서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관리

소규모 기업이 전 세계 각국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비용 등 경쟁 우위를
지니지 못한 기업은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경쟁 압박 속에서 제조업체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민첩한 기업이 되기 위해 제품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서비스 및 지원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빠른 문제 식별
및 해결

디자인 효율성 증대,
생산성 극대화 및
혁신 실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지표는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Dell은 제품 개발 주기
전반에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기술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안 디자인을 더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과의 협업이 강화됩니다.
•최종 사용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고속 제품 개발(Rapid Product Development, RPD) 가이드에서는
아이디어 고안부터 제조 과정까지 제품 개발 주기의 각 영역에 적용되는
기술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커스틴 빌하트, Dell 제조 산업 전문가

마케팅 및
판매

확인 및 검증
새로운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현실화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

매장 내 시각화와
웹 기반 시각화의
장점 활용

제조
생산 품질 개선, 정확성
증대, 비용 절감

생각의 속도만큼
빠른 디자인

오토데스크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으로 제품을 구현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방법 확인하기

고객의 요구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든,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두 ISV간의 긴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모든 소프트웨어대상으로 하며, ISV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고객에게 절대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인텔® 제온® 프로세서 기반의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완벽한 맞춤 구성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Dell만의 특징을 포함합니다.

솔리드웍스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가져오는 변화 보기

컴퓨터로 디자인 설계안과 도면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아이디어를
화면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혁신과 디자인 창의성의 기회를 발굴하려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생각의 속도만큼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이를 목표로, 솔리드웍스와 오토데스크 디자인 스위트
전용으로 제작됩니다.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솔리드웍스와 오토데스크의
발전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조하기 전에 도면을 3D로 시뮬레이션하면서 포괄적인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메모리 기술
Dell RMT(Reliable Memory Technology)
프로는 시간이 곧 재산인 전문가를 위해
세밀하게 튜닝되어 작업 손실을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RMT는
DIMM에서 하드 오류와 멀티 비트 소프트
오류를 탐지하고 장애 부분을 매핑하고
위치를 보고합니다. RMT는 시스템 재부팅
시 ECC 메모리와 연계해 운영체제 가시
구역에서 장애 영역을 제거하므로 사용자는
메모리 장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Dell Precision Optimiser 3.0
Dell 엔지니어들이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
전용으로 제작한 Dell Precision Optimiser(Dell
Precision Optimiser, DPO) 3.0은 무료로 사전 설치되어
제공되는 Dell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DPO
소프트웨어는 AutoCAD, 솔리드웍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맞추어 자동으로 성능을 튜닝하는 동적 시스템 설정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강화하며,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실현합니다. DPO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CPU와
메모리, 스토리지, 그래픽 및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구성을 조정하며 시스템 사용률 추적, 비교 및 중요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Hz

오토데스크의 핵심은 균형

Dell Precision
타워 7810

솔리드웍스에서 속도와 생산성,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은 바로 처리 성능입니다. 포토뷰 360이 워크플로우에서

듀얼 코어 데스크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가장 빠른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CPU

포토뷰 360 사용량이 많은

코어 개수를 늘리십시오.

하이엔드 시각화

Dell Precision
타워 5810

오토데스크 워크플로우에 적합한 워크스테이션 선택은

메인스트림 3D 렌더링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토데스크의 경우 균형

솔리드웍스 워크플로우에 맞는 워크스테이션을 선택하려면

기타 고강도 업무에

잡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CPU와 그래픽,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적합한 쿼드 코어 타워

RAM과 스토리지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Dell

목적에 적합한 제품 개요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최소

워크스테이션.

워크플로우용으로 권장

에서 더 풍부하고 세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아래

권장 사항은 2코어 CPU입니다. 그러나 코어 수가 많을수록

안내에서 간략한 제품 구성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지원 역량이 높아지고 레이 트레이스 렌더링(Ray

기본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것이

Trace Rendering) 시간이 단축됩니다. 포토뷰 360 사용자의

Dell Precision
타워 7810

경우 듀얼 CPU 워크스테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인텔® 제온® 프로세서 기반 Dell Precision

좋고,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4개 코어와 인텔 터보
부스트가 적용된 CPU를 권장합니다.

시뮬레이션(CAE) 소프트웨어

워크스테이션은 솔리드웍스용으로 인증된 최적화된 시스템을

및 하이엔드 CAM 사용자에

제공합니다.

맞게 튜닝된 듀얼 코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Dell Precision 15
7000
Dell에서 만든 가장 강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으로,
고급 재료와 가장 강력한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과 멋진 디자인을
겸비한 새로운 제품입니다.

Dell Precision
타워 5810
싱글 CPU 데스크톱
실시간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Dell Precision
타워 3420

Dell Precision 17
7000

사용하는 고급 솔리드웍스

Dell Precision 17 7000 시리즈는

사용자용으로 권장

고성능 6세대 인텔® 코어™ 및
세계 최초의 모바일 인텔® 제온

싱글 CPU 미니 타워

® 프로세서 옵션으로 한계가 없는

엔트리급 메인스트림 솔리드웍스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워크플로우용으로 권장

강력한 프로토타이핑
물리적 프로토타입과 가상 프로토타입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강력한 성능

“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제품 개발 환경에서

고객 지원

전통적인 물리적 프로토타이핑에는 감당하기

완전한 3D 모델링 시범을 통해 보트 제작 전에

어려운 수준의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며, 특히

먼저 제품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컵에서는 300~400개의 디자인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컴퓨팅(High

제품 최적화

닉 홀로이드, 에미레이트 팀 뉴질랜드 테크니컬 디렉터

Performance Computing, HPC)과 3D 프린팅

볼트와 너트 하나하나까지 보트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과 시간을 비약적으로

유체 역학 및 공기 역학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타이핑 기술이

현실 시나리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파손을 줄이고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체

“

이제 Dell HPC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전체 보트 디자인 테스트를 3일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0~40개의 디자인 후보를 물리적으로 테스트했는데, 이번

디자인 반복과 변경은 막대한 추가 비용으로

”

공학적 제어 시스템 테스트, 부품 스트레스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 위치하는 Dell Precision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Dell HPC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물리적 프로토타이핑에서 가상

타임 투 마켓

프로토타이핑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디자인 및

물리적 프로토타입으로는 불가능했을 시간

제조 업체가 단기간 내에 방대한 시뮬레이션을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Dell HPC는 빠른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빌드를 더 빨리 제작할 수

속도로 수백만 가지의 미세한 변형을 효율적으로

있어 충분한 테스트와 미세한 조정을 거쳐 수상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며,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환경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시 극한의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예산 최적화
에미레이트 팀 뉴질랜드는 아메리카 컵 요트

물리적 프로토타입 탱크 테스트에 드는 예산과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트 디자인의 거의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술 활용에 기반한 재정

모든 요소에 가상 프로토타입을 실시해 대회

효율성이 실현되고, 실전 수상 테스트를 컴퓨터

준비에 혁신을 이루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테스트로 대체할 수 있어 예산이 크게 절약됩니다.

다양한 혜택을 얻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팀 뉴질랜드는
Dell HPC를 사용해
솔리드웍스로 디자인하고 Ansys
로 테스트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기역학 패키지 테스트를
개선하고 디자인당 최대 750
개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

”

만들지 말고 프린트하십시오
가상 프로토타이핑이 제공하는 속도와 비용상의 이점으로 3D 프린트를 사용한
물리적 프로토타이핑의 장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 프로토타입을 개발,
테스트, 확인한 후 3D 프린트로 전통적인 프로토타이핑 모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물리적 모델과 부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사용 가능한 컬러와

물리적 특성을 테스트하고 신속하게 여러

재료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디자인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자유를

완성품에 훨씬 더 가까운 3D 프로토타입

제공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변형과 수정을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기존에

대량 생산 공정을 개시하기 전에 제작 가능한

여러 주가 걸리던 프로토타입을 단 며칠

디자인 변형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에 완성하고, 결과적으로 출시 시간을

3D 프린트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에게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디자인을 변경, 조정하고

비약적으로 단축하면서 막대한 비용 절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출시 주기를 대폭 단축하면서 막대한 비용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3D 프린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IDC는 3D 프린트 분야의 가장 큰 기회가 전문 영역에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관건은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 제작 공정에 3D 프린트를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용할 것인지 입니다.”

에이미 마카도, 선임 연구 분석가
미국 하드카피 주변장치 및 생산 트래커
출처: IDC 전세계 3D 프린터 2012-2017 전망 및 공급업체 점유율, 2013년 11월

공정 후반부로 갈수록
변경 비용 상승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복잡한 툴링을 위한 강력한 성능과 정확함부터 생산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제품 제조 환경 전반에서 생산 품질
개선에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공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변경 비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툴링과 금형 제작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가용한 데이터는

빠른 제조 과정

같은 광학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정확한

대대적인 계산과 시뮬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CAD 좌표에 정렬 방법을 적용할 수

3D 프린트는 이전에는 생산이 불가능했던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적층

복잡한 공정 매개 변수, 편차 등의 영향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 레고와 같은 기업은 제품

구성 요소의 디자인과 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조 공정을 사용해 생산되는 금형과 금형

인해 부품이 첫 제품 검사에서 모든 요구

도입을 위한 기동 시간(start-up time)을 절반

GOM의 ATOS 3D 스캐너를 사용하면 모든

인서트 검사에도 적용됩니다.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많은

이상 단축했습니다.

구성 요소의 전체 표면을 신속하게 스캔해

경우 공구가 승인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재제작

이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복사 및 복제할 수
ATOS 측정 시스템은 공구의 수정, 보관,

있습니다. 편집도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치아나

승인된 공구의 복제에도 사용됩니다. 생산 중

보청기 분야의 맞춤형 제품을 대량 제작할 수

계측과 툴링을 결합하는 ATOS 3D 스캐너

ATOS는 공구 마모와 파손을 탐지하여 위치를

있게 됩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파악하고 수리 재료의 적용, 나아가 최종 수리

있습니다. 전방위적 측정 데이터와 명확하게

방법까지 분석하여 유지 보수와 수리 절차를

구성 요소의 지오메트리는 복잡한 자유 형식의

표현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계 매개 변수를

지원합니다.

표면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ATOS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케팅과 판매 기술의 진화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의 강력한
그래픽 성능은 판매 및 마케팅 팀에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정확히, 그대로 보고 싶어
합니다.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렌더링된 디지털
모델을 매장 내에 배치하면 고객이 자신의
제품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두 가지 구체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고객이 제품에 만족할 때까지 대형 3D 모델의
요소를 인터랙티브하게 변경할 수 있게

타임 투 마켓 가속화

해주는 Dell S520 10포인트 터치 인터랙티브

판매 및 마케팅 자료에서 최종 제품 사진을

프로젝터를 사용하면 이 솔루션의 효과를 더욱

기다릴 필요 없이 사진처럼 현실적인 렌더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여 최종 디자인 도면이 완성되는 즉시
제품을 알리고 수요 창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웹 : 웹 서버와 강력한 Dell Precision Rack
Workstations을 결합하면 사진처럼 사실적인

제품 시각화 향상

제품 모델을 전시해 가상 경험의 현실감을 더욱

매장 내 : 개인 맞춤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 가능한 모든 변형 샘플을 비치하기는

Dell과 3DXCITE - 주문 전에 매장 내에
자동차 배달!

Dell과 무빙 엘리먼츠가 제공하는
새로운 웹 기반 3D 컨피규레이터

세계 최대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Dell과 3DXCITE를 통해 사진처럼

meSYSTEMS 3D 컨피규레이터는 모든 기기에서 사진처럼

사실적인 신차 모델을 고객과 공유합니다. 고객은 자동차가 전시장에

사실적으로 제품의 무한한 변형을 렌더링합니다. 모듈형 SaaS

도착하기도 전에 색과 트림, 휠 등 선택한 모든 옵션을 적용한 정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meSYSTEMS는 실시간 3D 렌더링, CAD,

모습의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및 ERP를 독자적으로 조합하여 IT의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합니다.

Workstation

인텔® 제온® 프로세서 기반의 Dell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은

마음의 평안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치된 조직 어디에서나 핵심적이고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Dell 워크스테이션 서비스는 기업이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전달합니다.

서비스에 포함되는 항목 :
하드 드라이브 보관

프로서포트

자산 태깅

Dell의 하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고장

Dell 프로서포트(ProSupport)는 개인,
소규모 기업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품 수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때에든 기술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Dell 자산 태깅 및 보고 서비스(Dell
Asset Tagging and Report Service)
는 기기의 식별, 추적, 보호, 복구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기기를 자산 관리
시스템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 하드 드라이브에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교체
하드 드라이브를 받으면서 보증 대상
드라이브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의 수송 현황을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파손
하드웨어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용하며 낙하, 액체 유입, 정전 및
파손으로 인한 모바일 기기 손상 시
수리 및 하드웨어 부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서비스이므로 출장 중에 우발적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텔® - 폭발적인

가속 성능

인텔 CAS-W
인텔 캐시 가속 소프트웨어(Cashe Acceleration Software, CAS-W)는 최초의 워크스테이션용
엔터프라이즈급 캐싱 가속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파일을 다루는
워크스테이션 전문가를 위해 고안된 인텔 CAS-W는 가속이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캐싱 정책을 통해, 시스템의 주 워크로드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세밀한 제어 기능과 부가적인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인텔 제온

인텔 SSD

인텔 제온 E3-1200 프로세서는 복잡한

PCIe용 인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데이터 탐색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회를

데이터 센터 제품군은 6Gbps SAS/SATA

신장시켜 전문가급의 그래픽 집약적

SSD에 비해 최대 6배 더 빠른 데이터

워크플로우에서 비주얼 성능을 비약적으로

전송 속도로 인텔 제온 프로세서에 극한의

향상시켜 줍니다. 가속화된 비선형 편집과

데이터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PCIe

특수 효과 테스트를 원하는 미디어 및

용 인텔 SSD 데이터 센터 제품군에 속한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단일 드라이브, 구체적으로 인텔 솔리드

편집자에게 이상적인 새로운 세대의

스테이트 드라이브 데이터 센터 P3700

제온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시리즈(460K IOPS)의 성능은 호스트 버스

제공합니다.

어댑터(HBA)를 통해 연결된 SATA SSD 7
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최대 38% 더 높은
전문 그래픽 성능

최신 Precision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하는 강력한 성능의 중심에는
인텔의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의 조합은
스토리지에서 성능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워크플로우의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획기적 성능 가속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세대 이전의 제온 프로세서 기반
워크스테이션에 비해 최대 295% 더
높은 전문 그래픽 성능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과 3D 모델링

•인텔 vPro 플랫폼으로 구현 및 검증되는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
•120만 시간에 달하는 평균 무고장
시간으로 탁월한 기대 수명 제공
•효율적인 전력 사용(일반 작동 시 최대
195mW)

애플리케이션의 부동소수점 성능 향상

모든 제품에 대해 주장된 수치는 인텔이 제공한 것이며 Dell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