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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Mission, 

Designed Your Way

OEM 솔루션

국방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OEM 솔루션



전장

디지털화

완전한 작전 수행

역량에 이르는

시간 단축

국방 혁신 4.0 달성

연합 관계 및

파트너십강화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망

전장내

병력 리스크

최소화

기술적 경쟁우위 확보, 미래지향적 안보 구축

OEM 솔루션

Land Sea Air Space Cyberspace



배포, 분산, 인텔리전트 및 보안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

암호화

배포 및
분산

가속화
기술

(GPU, NVMe,

스마트 NIC 등) 

인텔리전트 보안

Edge/5G/

SD-WAN

보안
멀티 클라우드

AI/고급 분석
자동화

VR/AR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적층 제조

OEM 솔루션

작전 및 전술적 준비 태세의 우위 확보

자율 운영
시스템



How Elon Musk’s Satellites have saved Ukraine?
OEM 솔루션



• 씬/제로 클라이언트
• 마이크로 폼 팩터
• 내구력 강화 PC 및 워크스테이션 • 작전 및 전술 플랫폼

• 스토리지 및 HCI 

• 내구력이 뛰어난 서버
• 내구력이 뛰어난 노트북 및 태블릿

• 어플라이언스 수
• 스토리지 및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 서버/어플라이언스
• 스토리지/데이터 보호
• 모듈형 데이터 센터
• HCI(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엣지엔드포인트 견고한현장
등급시스템및솔루션

클라우드컴퓨팅마이크로데이터센터배포

전투 현장에서 IoMT(Internet of 

Military Things)를지원합니다.
소스와 클라우드 사이에 분산하여
존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수행합니다.

종종 가혹한 환경의 소스 또는 소스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조치해야 하는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업종별
솔루션을 호스팅합니다.

글로벌기술, 보안및서비스파트너십

VMware 오케스트레이션및관리

OEM Unique XL | XE 오퍼링으로간편한기술전환

국방을 위한 포괄적인 디지털 주권 확립
분산/엣지 중앙

집중식/클라우드
IoT 클라우드

리소스를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 중앙 집중화하고 장기간
데이터 보존 및 AI 모델 교육을 위해
대규모의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OEM 솔루션

인텔의최신제온및코어프로세서기술



어디서든 데이터
활용 가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에도
기술 제공.
고위험환경에서도고성능을
구현할수있는지테스트하는것이
Dell Technologies 엔지니어링의
특징입니다. 

OEM 솔루션

고온

저온열 충격

충격

다축 진동

먼지
유입

분무수
유입

습기부식

분사수
유입



열 충격 습기 열 부식 충격

극한의 환경은 극한의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물 유입 진동 분사수 유입 저온 먼지



OEM 솔루션

온도 및 습도
모든 기후를 극복

인텔이 탑재된 Dell Technologies OEM 솔루션은 멀리 떨어지고
가혹하며 고도가 높은 환경에서 광범위한 온도를 견딥니다. 테스트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자 제품 및 가장 섬세한 제품 구성
요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온도 및 습도 테스트
• 극한의 더위(550C)

• 극한의 추위(-150C)

• 낮은 습도(상대 습도 5%)

• 높은 습도(상대 습도 85%) 



OEM 솔루션

충격 및 진동
타격을 견디는 설계

• 가장 강한 충격, 가장 강렬한
진동 및 극한의 고도를 견딜 수
있는 맞춤형 대응책

• 충격(최대 11ms 동안 40G의
충격 펄스 18회 연속 발생

• 진동(0.00220783 

g2/Hz(10Hz~500Hz)에서 차량
장치를 시뮬레이션

• 고도(4572m)

DIMM 및 CPU 보존을 위한
폼 패드 개발

커넥터를 나사로 고정

충격
Dell Rugged Lab에서
'포장된 상태'의 제품을
여러 번 떨어뜨려 제품
내구성 테스트



먼지와 분진이 극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
Dell Technologies OEM 플랫폼은 작전실 및 데이터 센터 밖에서도 실내와
다름없이 작동합니다. 야전병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 구성되고 견고한
섀시가 기계적 구성 요소를 보호합니다.

방진디바이스 방진서버 극한의테스트

OEM 솔루션



크기, 중량, 전원 요구 사항 충족
국방 환경 및 미션은 품질 또는 기능 저하 없이 고유한 크기, 중량 및 전원 사양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텔이 탑재된 Dell Technologies OEM 솔루션은 협소한 공간과 다양한 공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크기 무게 전원

어떤 상황에도 잘 들어맞도록
다양한 크기의 인클로저, 마운팅
옵션 및 방향 전환 기능을 갖춰

설계됩니다.

강도 또는 성능 저하 없이
경량화된 시스템입니다.

EMI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비
전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원

연결 장치를 제공합니다.

mm

R740xd(2U) – 678mm

C6420(2U) – 763mm

XR2(1U) – 514mm

세로 길이가
짧은 섀시

XR11(1U) – 400mm

OEM 솔루션



국방 수명주기를 위한 설계

Precision 3xxx 및 OptiPlex 7xxx 

XL

긴수명
차세대 출시 시점에
전환 확장

안정성
플랫폼수명전체기간중
변경 최소화

가시성
구성 요소 변경에 대한
사전 알림

최장 9개월 고정 CPU 최장 6개월

최장 18개월 고정 CPU, 칩셋, 
마더보드 파트 번호 및
BIOS 업데이트
최소화

최장 6개월

확장, 관리, 안정 전환 관리로 ROI 극대화

XE

서버 및 Precision 5xxx/7xxx

엔터프라이즈급 칩셋

클라이언트급 칩셋

• 수명이긴구성요소로 설계하여

업데이트를최소화하고재인증시간을

늘립니다.  

• 적은 횟수의개정을 통해 관리 이탈에서

혁신으로리소스를전환하는플랫폼

안정성이제공됩니다. 

• 제품과부품 변경에 대한장기적인

가시성으로예산을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할당합니다.

OEM 솔루션



MIL-STD-810G, MIL-STD-901D 

MIL-STD-461F

NEBS 레벨 3

ETSI

DNV GL 규정준수
IEC 60945

애플리케이션
• 오프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 부대 정찰 및 실시간 내비게이션
피드백

• 움직임이 격렬한 상황에서 작전
수행 기능을 안전하게 보호

다음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적용:

• 원거리 전초 기지
• 기동 보병
• 항해 중인 선박

애플리케이션
• 5G 지원 디바이스, 노트북,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가입자
지원 환경

• 데이터 집계를 위한 원거리 및
근거리 엣지 설치

• 데이터 센터에서 네트워크 코어
지원

다음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적용:

• 종합 사이트
• 무선 셀 기지국
• 방송탑

애플리케이션
• 내장형 브리지: ECDIS 통합
브리지, 데크 및 통신 시스템

• 제어실: 산업용 전력 및 자동화
시스템

• 엔진룸 및 추진 시스템

다음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적용:

• 해상 플랫폼
• 해저 조사
• 항만 하역 및 크레인

Field-Ready 인증
Dell 제품은 업계 인증 기준을 초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OEM 솔루션



표준(기준)

신선한 공기, 음향 및 전원 중심
군사

온도, 충격 및 진동 중심

인증 규정
MIL-STD-810G 및 461F, 

MIL-S-901D 

온도 100C ~ 350C -150C ~ 550C

진동
비무작위 0.26Grms(5Hz ~ 350Hz)에서고정식
장치를 시뮬레이션하여진동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무작위 0.00220783g2/Hz(10Hz ~ 500Hz)에서이동식
장치(차량)를시뮬레이션하여진동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지진/물리적충격/전기
차폐

최대 11ms 동안 양/음 x, y, z 축으로 6G의 충격 펄스
6회 연속 발생

최대 11ms 동안 양/음 x, y, z 축으로 40G의 충격 펄스
18회 연속 발생

먼지(공기여과)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유입되는 공기는 MERV11 

또는 MERV13 표준에 따라 필터링됩니다. 신선한
공기 옵션이 있습니다.

MERV 11 또는 MERV 13 여과는 제공되지않습니다. 

베젤 필터는 유해한 공기에서 발생한 미립자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고도
3048m(10,000ft)

4572m(15,000ft)

높은 고도에서는공기가 희박하므로서버를 냉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습기 상대 습도 10%~80%, 최대 이슬점 29°C(84.2°F)
상대 습도 5%~85% – 습도의 오르내림은서버에 유입되는
미립자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 이상은요약설명입니다. 엔지니어링세부정보가필요한 경우각 카테고리에대해깊이있게 논의할수있습니다.  

OEM 솔루션

Field-Ready 인증
Dell 제품은 업계 인증 기준을 초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서버 게이트웨이노트북/ 태블릿스토리지 HCI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PowerScale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아카이브
Unity XT 올플래시, 

하이브리드
VxRail E, P, V, D, S, 

G Series

Precision 3930 랙,

3260 컴팩트, 3660 타워
OptiPlex XE4

PowerEdge R640, 

R740

PowerEdge XR2, XR11, XR12, 

XR4000

Latitude 7000, 7230, 

5000
Edge Gateway 3200, 5200

스케일아웃파일 통합
HCI x/러기드 및

Short Depth*
1U Short Depth의 더작은폼팩터및타워형플랫폼

미니타워및슬림폼팩터의
산업용 PC

통신용으로 적합한캐리어
그레이드 서버

1U, 2U Short-Depth(20") 랙장착
가능서버, XR4000: 2U 4노드

(유연한 마운트옵션포함)

내구성이 높은
노트북/태블릿 모바일

엣지에서의 탁월한연결성

OEM-Ready 표준 표준 OEM-Ready       OEM XE OEM XL OEM-Ready OEM XL OEM-Ready 표준 OEM-Ready

5° to 35°C 5° to 35°C 5°C to 45°C 10° to 45°C* 5°C to 45°C 5° to 50°C 5° to 45°C -29° to 63°C
-20° to 60°C
0° to 60°C

Wi-Fi 지원원격전원버튼 DC 전원/접지키트 팬이없는설계

먼지필터링베젤옵션

3~5년의 수명주기 최대 5년의 수명주기

작은상면구조

NEBS-3*, ETSI*
Marine DNV-GL* 

MIL-STD-810G*
MIL-STD 810G 테스트완료

Marine DNV-GL, 다음을
지원하도록설계: 

MIL-STD-810G

NEBS-3

XR12의 IEC 61850-3(Electric 

Utilities), 인증: 

MIL-STD- 810G/461G/901E, 

Marine DNV-GL

MIL-STD-810H

테스트18, IEC

60529 IP(Ingress

Protection), 위험
지역인증: ANSI/

ISA.12.12.01 인증
(Class 1, Division

2, Group A,B,C,D)

전자파간섭:

MIL-STD-461G

다음을지원하도록설계: 

MIL-STD-810G, IP50 등급
인증: Marine DNV-GL

OEM Solutions 포트폴리오에는 국방 및 방위 산업에 적용되는 Dell Technologies 표준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일부 구성에서 사용 가능
- 전체 고시 및 인증 목록은 제품 지원 정보의 사용자 설명서 섹션에 있는 Dell 규정 및 환경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최저 -29°C(-4°F)의 저온에서 어댑터를 사용한 시스템 테스트와 MIL-810 온도 테스트를 포함하며, 성능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20°C~-29°C(-4°F~-20°F)의 작동 온도 범위에서 콜드부팅 시 부팅
시간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팅된 후에는 시스템 성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지만, 약 20분 이하의 배터리 런타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0°C~-20°C(32°F~-4°F) 온도 범위에서는 상당한 배터리 성능 저하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저온에서는 가능하다면 시스템을 따뜻한 환경에서 부팅한 다음 실외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방산업을위한 OEM Solutions 포트폴리오

산업용 산업용러기드

3260 / 3660 3930

데이터보호및백업: PowerProtect

OEM Solutions 포트폴리오에는 국방 및 방위 산업에 적용되는 Dell Technologies 표준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일부 구성에서 사용 가능
- 전체 고시 및 인증 목록은 제품 지원 정보의 사용자 설명서 섹션에 있는 Dell 규정 및 환경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최저 -29°C(-4°F)의 저온에서 어댑터를 사용한 시스템 테스트와 MIL-810 온도 테스트를 포함하며, 성능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20°C~-29°C(-4°F~-20°F)의 작동 온도 범위에서 콜드부팅 시 부팅
시간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팅된 후에는 시스템 성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지만, 약 20분 이하의 배터리 런타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0°C~-20°C(32°F~-4°F) 온도 범위에서는 상당한 배터리 성능 저하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저온에서는 가능하다면 시스템을 따뜻한 환경에서 부팅한 다음 실외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http://www.dell.com/support/home/us/e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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