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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설정
주의: 컴퓨터를 부드럽고 깨끗한 곳에 두어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1. 스탠드를 설치합니다.

이젤 스텐드- 스탠드 라이저를 들어 올립니다.

받침대형 스탠드
a) 스탠드 라이저를 들어 올립니다.

b) 베이스를 연결합니다.

c) 베이스를 스탠드 라이저에 고정하는 나사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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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합니다.

노트: 설치 지침은 키보드 및 마우스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전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경고: 스탠드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예기치 않은 시스템 전원 종료를 피하고 전원 어댑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스탠드
의 라우팅 가이드를 통해 전원 어댑터 케이블을 배선합니다.

이젤 스탠드

받침대형 스탠드

4.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5. 운영 체제 설치를 마칩니다.

Windows의 경우:

a)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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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네트워크에 연결
b)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로컬 계정을 생성합니다.

그림 2 . Microsoft 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로컬 계정 생성

Ubuntu의 경우:

설치를 완료하려면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6. Dell 앱을 찾습니다.

표 1. Dell 앱을 찾습니다

컴퓨터 등록

Dell 도움말 및 지원

SupportAssist — 컴퓨터 확인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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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전면

그림 3 . 전면 모습

1. Microphone (for touchscreen model)

Provides digital sound input for audio recording, voice calls, and so on.
2. Camera

Enables you to video chat, capture photos, and record videos.
3. Camera-status light

Turns on when the camera is in use.
4. Microphone (for non-touchscreen model)

Provides digital sound input for audio recording, voice call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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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림 4 . 좌측 모습

1. Media-card reader

Reads from and writes to media cards.
2. USB 3.0 ports (2)

Connect peripherals such as external storage devices and printers. Provides data transfer speeds up to 5 Gbps.
3. Headset port

Connect headphones or a headset (headphone and microphone combo).

오른쪽

그림 5 . 우측 모습

1. Optical drive (optional)

Reads from and writes to CDs and DVDs.
2. Display-brightness control butt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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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to increase or decrease the display brightness.
3. Input-source selection button

Press to select the video-input source.
4. Power button

Press to turn on the computer if it is turned off, in sleep state, or in hibernate state.

Press to put the computer in sleep state if it is turned on.

Press and hold for 4 seconds to force shut-down the computer.
노트: You can customize the power-button behavior in Power Options. For more information, see Me and My Dell at 

www.dell.com/support/manuals.

후면

그림 6 . 후면 모습

1. Service Tag label

The Service Tag is a unique alphanumeric identifier that enables Dell service technicians to identify the hardware components in your 
computer and access warranty information.

2. Power-adapter port

Connect a power adapter to provide power to your computer and charge the battery.
3. Network port (with lights)

Connect an Ethernet (RJ45) cable from a router or a broadband modem for network or Internet access.

The two lights next to the connector indicate the connectivity status and network activity.
4. USB 2.0 ports (2)

Connect peripherals such as external storage devices and printers. Provides data transfer speeds up to 480 Mbps.
5. HDMI-in port

Connect a gaming console, Blu-ray player, or other HDMI-out enabled devices.
6. Audio-out port

Connect audio-output devices such as speakers, amplifier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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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각도
이젤 스탠드

받침대형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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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치수 및 무게
높이 317.64mm(12.51인치)

폭 480.52mm(18.92인치)

깊이 • 터치스크린 - 33.10mm(1.30인치)
• 비터치스크린 - 34.20mm(1.35인치)

</Z2>

터치스크린 </Z2>

비 터치 스크린 3.43kg(7.56파운드)

노트: 노트북 무게는 주문 구성과 제조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이젤 스탠드(최대 크기)

314.70mm(12.39인치)

137.00mm(5.39인치)

253.50mm(9.98인치)

265.73mm(10.46인치)

480.52mm(18.92인치)

3

12 사양



타워형 스탠드(최대 크기)

383.02mm(15.08인치)

205.00mm(8.07인치)

387.11mm(15.24인치)

시스템 정보
표 2. 시스템 정보

컴퓨터 모델 Inspiron 20-3064

프로세서 • 7세대 Intel Core i3
• 7세대 인텔 코어 i5

시스템 칩셋 프로세서에 통합

메모리
표 3. 메모리 사양

슬롯 2개의 SODIMM 슬롯

유형 DDR4

속도 최대 2400MHz 

지원되는 구성 2GB, 4GB

통신
표 4. 통신 사양

이더넷 10/100 Mbps 이더넷 컨트롤러(시스템 보드 내장형)

무선 • Wi-Fi 802.11ac
• Wi-Fi 802.11b/g/n
• Bluetoot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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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표 5. 오디오 사양

컨트롤러 Realtek ALC3661 Waves MaxxAudio Pro

스피커 2개

스피커 출력 • 평균: 3W
• 최대: 3.50W

마이크로폰 디지털 어레이 마이크

볼륨 조절 프로그램 메뉴

스토리지
표 6. 스토리지 사양

인터페이스 • SATA 광학 드라이브용 3Gbps
• 하드 드라이브용 SATA 6Gbps

하드 드라이브 2.5인치 드라이브 1개

광학 드라이브 9.5mm DVD+/-RW 드라이브(옵션) 1개

미디어 카드 판독기
표 7. 미디어 카드 판독기 사양

유형 4-in-1 슬롯 1개

지원되는 카드 • SD 카드
• MultiMediaCard(MMC)
• SD Extended Capacity(SDXC) 카드
• SD High Capacity(SDHC) 카드

디스플레이
표 8. 디스플레이 사양

유형 • 19.5인치 HD+ 터치스크린
• 19.5</Z2>

해상도(최대) 1600 x 900

픽셀 피치 0.2745mm x 0.2745mm

높이 263mm(10.35인치)

폭 452mm(17.80인치)

대각선 495.30mm(19.50인치)

재생률 60 Hz

제어부 밝기는 디스플레이 밝기 증가/감소 버튼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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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표 9. 카메라 사양

해결 방법 • 정지 이미지: 0.92메가픽셀
• 비디오: 30FPS에서 1280 x 720(최대)

대각선 가시 각도 74도

포트 및 커넥터
표 10. 포트 및 커넥터 사양

외장형

네트워크 RJ45 포트 1개

USB • 2개의 USB 2.0 포트
• USB 3.0 포트 2개

오디오/비디오 • HDMI 입력 포트 1개
• 오디오 라인-출력 포트 1개
• 헤드셋 포트 1개

표 11. 포트 및 커넥터 사양

내장

M.2 카드 </Z2></Z4>

비디오
표 12. 비디오 사양

내장형 개별형

컨트롤러 Intel HD 그래픽 620 Nvidia GeForce 920M

메모리 공유 시스템 메모리 2GB GDDR5

전원 어댑터
표 13. 전원 어댑터 사양

유형 65W 90W

입력 전류(최대) 1.70A 2.50A

출력 전류(연속) 3.34A 4.62 A

입력 전압 100VAC ~ 240VAC

입력 주파수 50 ~ 60Hz

정격 출력 전압 19.50VDC

온도 범위: 작동 시 0°C~40°C(32°F~104°F)

온도 범위: 보관 시 -40°C~70°C(-40°F~1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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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표 14. 스탠드

이젤 외다리

높이 174.80mm(6.88인치) 184.17mm(7.25

폭 120mm(4.72인치) 204.98mm(8.07

깊이 22.48mm(0.89인치) 13.90mm(0.55

무게 0.56kg(1.23파운드) 1.50kg(3.31

컴퓨터 환경
공기 중 오염 물질 수준: ISA-S71.04-1985의 규정에 따른 G1 이하

표 15. 컴퓨터 환경

작동 시 스토리지

온도 범위 0°C ~ 35°C

(32°F ~ 95°F)

–40°C ~ 65°C

(–40°F ~ 149°F)

상대 습도(최대) 10% ~ 90%

(비응축)

0% ~ 95%

(비응축)

진동(최대)* 0.66 GRMS 1.30 GRMS

충격(최대) 110G† 160G‡

고도(최대) –15.2m ~ 3048m

(–50피트 ~ 10,000피트)

–15.2m ~ 10,668m

(–50피트 ~ 35,000피트)

* 사용자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임의 진동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측정.

† 하드 드라이브가 사용되는 경우 2ms의 반파장 사인파 펄스를 사용하여 측정.

‡ 하드 드라이브 헤드가 파킹 위치일 때 2ms의 반파장 사인파 펄스를 사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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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보기 및 Dell에 문의하기
자체 도움말 리소스

다음과 같은 자체 도움말 리소스를 이용해 Dell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도움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 16. 자체 도움말 리소스

Dell 제품 및 서비스 정보 www.dell.com

Dell 도움말 및 지원 앱

시작하기 앱

Windows 10 도움말에 액세스 Windows 검색에서 도움말 및 지원을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
니다.

운영 체제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www.dell.com/support/windows

www.dell.com/support/linux

문제 해결 정보, 사용자 설명서, 설치 지침서, 제품 사양, 기술 지
원 블로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www.dell.com/support

운영 체제, 컴퓨터 시작 및 사용, 데이터 백업, 진단 등에 대해 알
아보십시오.

Www.dell.com/support/manuals의의 Me and My Dell(미 앤 마이 
델)을 참조하십시오.

Dell에 문의하기

판매, 기술 지원 또는 고객 서비스 문제에 관하여 Dell에 문의하려면 www.dell.com/contactdell을 참조하십시오.

노트: 제공 여부는 국가/지역 및 제품에 따라 다르며 일부 서비스는 소재 지역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트: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구매서, 포장 명세서, 청구서 또는 Dell 제품 카탈로그에서 연락처 정보를 찾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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