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인텔® vPro® 플랫폼

© 인텔사. 인텔, 인텔 로고 및 기타 인텔 마크는 인텔사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 기타 이름 및 브랜드는 해당 소유 업체의 자산입니다.

1, 4   Microsoft Office 365 워크플로로 측정한 결과
2, 5   생산성 및 협업 워크플로로 측정한 결과
3, 6   비디오 편집 워크플로로 측정한 결과

※ 위의 3개 측정은 모두 11세대 인텔® 코어™ vPro® i7-1185G7와 AMD Ryzen 7 PRO 4750U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경쟁사 제품   과 비교했을 때

■  Office 365 생산성 25% 향상 4

■  화상회의 중 Office 생산성 최대 52% 향상 5

■  비디오 편집 시 1.8배 빠름 6

화상회의에서 더욱 빛나는 성능!

■  최신 Wi-Fi 6으로 끊김 없이 접속 가능
■  AI 성능과 최신 AV 코딩 기술로 고해상도 영상과 
      노이즈가 제거된 선명한 음성 제공

성능성능

재택근무 도입으로 인한 보안 위험 증가

인텔® vPro® 플랫폼은 하드웨어로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인텔® vPro®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Intel® Hardware Shield’를 통해 하드웨어, 
BIOS / 펌웨어, VM, OS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각 계층에서 심층 방어를 통해 
지능형 위협을 탐지, 보호 및 방어 

보안보안

■  인텔® vPro® 플랫폼 기반 PC의 ‘인텔® AMT(액티브 관리 기술)’은 
전원이 꺼져 있거나 대역 외에서도 유무선 LAN을 통해 접속 가능

■  OS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 혹은 블루 스크린 상태에서도 
PC 부팅 문제 발생시 장애 파악 및 복구 지원 가능

■  인텔이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 툴인 
‘인텔® EMA(Endpoint Management Assistant)’는 
대역 외에서도 회사 방화벽 내부 및 외부 장치도 관리 가능

■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OS 상태와 관계없이 
‘인텔® AMT’의 ‘CIRA’ 기능을 통해 직원의 단말기에 액세스 가능
(인텔® AMT 사전 설정 필요)

관리 용이성관리 용이성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호환되지 않는
드라이버로 인해 복잡해진 PC 관리 

인텔® 안정화 IT 플랫폼 프로그램
(인텔® SIPP)은 뛰어난 PC 자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복잡한 컴퓨터 수명 주기를 손쉽게 관리하는 
"인텔® SIPP"로 품질, 안정성 및 호환성 확보 

■  플랫폼의 구성 요소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간격을 
15개월 또는 다음 세대가 출시될 때까지 짧게 
유지하여 IT 부서의 부담을 최소화

안정성안정성

재택근무 시 개인의 PC 성능에 따라 생산성 차이 발생

인텔® 코어™ i5 / i7 프로세서가 
최고의 비즈니스 성능을 제공합니다.

재택근무로 원격 PC 관리 필요성 증가

인텔® vPro® 플랫폼이 탑재된 PC는 
모니터링, 복구, 보호하는 원격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architecture-and-technology/vpro/vpro-platform-general.html을 참고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