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se 3040 씬 클라이언트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강력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강력한 성능을 갖춘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Wyse 3040 씬 클라이언트 특징

보다 빠른 업무 수행
• 인텔® 쿼드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Wyse 3040은 동급 씬
클라이언트 솔루션 중 최고의 가상 데스크탑 경험을 제공

강력한 연결성
• Wyse 3040은 DisplayPort 인터페이스 2개와 USB 포트 4개를 사용하여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며 USB 포트에는 USB 3.0 1개와 선택 가능한 Bluetooth를 포함하는
AC 무선 가능 제공

사용자에게 적합한 OS 및 VDI 브로커 선택
• Citrix, VMware 및 Microsoft 환경을 비롯환 다양한 가상 데스크탑 브로커로의 연결을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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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3040 씬 클라이언트 외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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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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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지트 오디오 잭
USB 2.0
USB 3.1
전원
DisplayPort
USB 2.0
RJ45 1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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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5030 PCoIP 제로클라이언트
가상 데스크탑 또는 블레이드 PC 환경의 경우 Wyse 5030 PCoIP 제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센터에 중요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각 가상 데스크탑이
암호화된 비트맵으로 엔드포인트에 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로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Wyse 5030 특징

더욱 발전한 성능. 더욱 높아진 품질
•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 멀티미디어 재생, HD 오디오 및 4개의 USB 포트를 제공
•

전용 하드웨어 PCoIP 엔진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고해상도 3D 그래픽, HD 미디어 및
로컬(LAN) 또는 원격(WAN)을 통한 완전한 USB 주변 장치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

안전한 중앙 집중식 컴퓨팅 환경
•

로컬에 내장된 OS가 없어서 Wyse 5030 PCoIP 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바이러스나 맬웨어를
방어

저발열의 조용한 작업 환경
• 9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며 저발열의 조용한 작업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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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5030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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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의 USB 2.0 포트
2. DisplayPort
3. DVI-I
4. RJ45 이더넷
5. 전원 입력
6. 잠금 슬롯
7. 컴포지트 오디오(입출력)
8. USB 2.0 포트
9. USB 2.0 포트
10. 오디오 출력: 1/8인치 미니, 16비트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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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5040 All-in-One 씬 클라이언트
Wyse 5040은 Dell의 독점 Wyse ThinOS에서 작동하는 최초의 AIO(All-In-One) 씬
클라이언트으로, Citrix, Microsoft® 및 VMware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위한 최신 고성능
데스크탑 가상화 프로토콜로 제로 클라이언트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안전한 맬웨어 방지
펌웨어 솔루션입니다.

Wyse 5040 All-in-One 씬 클라이언트 특징

우아한 공간 절약형 디자인
• 이 세련되고 얇은 올인원을 통해 귀중한 데스크탑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아한
디자인으로 고객 응대 공간 또는 업무 공간이 완벽하게 보완

구성. 모니터링. 관리
• Dell의 독점적인 Wyse Management Suite는 엔드포인트 관리 및 최적화를 위한 강력하고
안전하며 높은 확장성을 지닌 솔루션의 업계 표준을 수립
• 수만 개의 보안 엔드포인트를 하나의 전용 툴로 어느 때보다도 쉽게 관리하고 추적 가능
• Wyse Management Suite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에 부동 라이센스를 할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유연한 멀티미디어 연결
• 통합 커뮤니케이션, 내장형 스피커, 카메라 및 마이크에 대한 기본 지원으로 화상 회의 및
데스크탑 커뮤니케이션이 간단하고 쉬워지고 듀얼 모니터 구성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해 2차
부착 디스플레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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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5040 All-in-One 씬 클라이언트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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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2.0 포트
2. USB 2.0 포트
3. 오디오 포트
4. 전원 어댑터 입력
5. VGA 입력
6. 2개의 USB 2.0 포트
7. RJ45 이더넷
8. 외부 모니터용 DisplayPort 커넥터
9. 보안 잠금 슬롯
10. 카메라(전면)
11. 마이크(전면)
12. 스테레오 스피커(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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