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PC용
SupportAssist

IT 리더 중 최대

SupportAssist 보안에 대한 5가지 주요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가 Forrester의

SupportAssist를 사용하면 원치 않는 파일을 제거하고, 네트워크 설
정을 최적화하며, 시스템 성능을 튜닝하고, 바이러스 및 멀웨어를 제
거하여 PC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SupportAssist는 PC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식별합니다.
또한 SupportAssist는 PC에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사전 예방적으
로 수집하고 서비스 계획에 따라 PC 활용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합니다.

60

%

설문조사에서
위험을 줄이는
데 연결 기술을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SupportAssis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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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노트북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운영 중단과 혼란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의 생산성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최악의 경우에 발생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CIO는 컴퓨터 제품군의 품질
과 가동 시간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CIO가 데이터 과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활용하
여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고 IT 관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신 첨단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이
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에서 회사의 IT 부서 또는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시스템 상태 정보를 전
송하여 이슈가 발생하는 즉시 해결하거나 이슈가 전
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SupportAssist 기술이 포함된 Dell ProSupport Plus는
TechDirect 포털에서 단일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하여
하드 드라이브 장애를 알립니다. HP와 Lenovo는 알리
지 않습니다.3
가동 시간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이 기술이 필요하지
만, CIO는 가끔 수집한 정보와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질문으로 간주됩니다.
• SupportAssist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합니까?
• 이 데이터는 회사의 IT 부서 또는 컴퓨터 공급업체로
다시 전송될 때 어떻게 보호됩니까?
• 대상에 도달한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됩니까?
• GDPR 및 기타 표준을 어떻게 준수합니까?
이 백서에서는 위의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을 새로운
데이터 과학 지원 기술을 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
합니다. 백서에는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이슈를 예측하
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지원 서비스로 PC
용 ProSupport Suite를 차별화하는 기술인 예측 및 사
전 예방적 지원을 SupportAssist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Services가
프로세스,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기밀 데
이터를 보호하는 방법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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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upportAssist 정보
SupportAssist는 사전 예방적이고 예측적인 기술로2 조직에
서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슈를 사전 예방적으로 탐지하며, 시스템 사용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슈가 탐지되면 SupportAssist는 기술 지원 부서와 함께 지
원 요청을 자동으로 엽니다. 이슈 유형에 따라 알림이 기술
지원 요청 또는 자동 부품 디스패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upportAssist는 기술 지원 부서에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사
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모두 수집합니다.

주요 기능
자동화
• TechDirect 포털에서 PC를 최적화하고 적절한 드라
이버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 이슈가 발생하여 IT 부서에 알림이 표시되면 최종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PC 활용도 통찰력을 제공합
니다.
• 교체용 부품은 자동으로 디스패치됩니다.
• 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전 예방
• SupportAssist가 이슈를 감지하는 즉시 문제 해결
이 시작됩니다.

PC용 Dell ProSupport Suite는 전문가
지원 우선 접속, 우발적 손해/손상 수리,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 및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결합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정보.

• 기술 지원 부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이
슈 해결을 시작합니다.

예방적
• SupportAssist는 장애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임박
한 장애의 징후를 탐지합니다.
• 이슈가 예측되면 지원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이 사실상 해소됩니다.3

사용 가능한 기능은 구매한 시스템용 지원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 P r o S u p p o r t P l u s 를 사 용하면 최종 사 용자
는 예측 이슈 탐지 및 장애 방지를 비롯한 모든
SupportAssist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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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upportAssist 아키텍처
SupportAssist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바이스에서 일정 기반 상태 점검을 실행하는 일련의 서비스로 구성
됩니다. 이 정보는 조직의 IT 부서 또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로 다시 전송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권장 사항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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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Direct를 사용하여 SupportAssist 알림을 중앙에서 관리
SupportAssist 알림은 편리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위해 조직의 TechDirect 계정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ProSupport 또는
ProSupport Plus 서비스 계획을 사용하는 조직은 Dell Technologies Services에 알림을 자동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SupportAssist

SupportAssist
가 PC에 배포됨
Support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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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Direct
SupportAssist
알림은 간편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위해
TechDirect 계정으로
전달됩니다.

알림

알림
시스템 상태

SupportAssist
지능형 엔진

예측

기술 지원

• 시스템 상태 분석
• 장애 예측

SupportAssist
보안
SupportAssist 정보

TechDirect를 사용하여 SupportAssist 알림을 중앙에서 관리, 계속:
SupportAssist Insights라고 하는 SupportAssist의 매우 유용한 분석 구성 요소는 TechDirect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활용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CPU 활용도,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공간, 최대 배터리 용량 및 배터리 런타임이 포함
됩니다. TechDirect는 모든 시스템, 특정 디바이스 그룹의 시스템 또는 개별 시스템에 대해 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고
객은 성능 이슈를 식별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예: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여부).

IV. SupportAssist 보안
조직의 CIO 또는 CSO는 비즈니스 PC용 SupportAssist가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과 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며, SupportAssist가 고객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한 다음 최적
의 보안을 염두에 두고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SupportAssist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SupportAssist는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합니까?

01010110
11010100
00101011

SupportAssist는 데이터로
무엇을 합니까?

SupportAssist는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합니까?

Dell Technologies의 보안 관행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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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Assist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SupportAssist는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
으로 수집하여 기술 지원 부서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이 데
이터를 통해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능적이며 가속화된 지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특정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데 필요
한 서비스 태그는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유일한 회사 관련
정보입니다. SupportAssist가 사전 예방적으로 부품을 배송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Dell Technologies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 기존 연락처 정보를 사용합니다.
다음 시스템 정보는 일상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4시간마다 한 번씩 수집되어 전송됩니다.
• 스키마 버전: 일상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스
키마 버전

• Windows 업데이트 실행 날짜: 시스템에서 Windows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 및 시간
• BSOD 수(24시간): 지난 24시간 동안 블루 스크린이 발
생한 횟수
• 알림 정보: 알림의 고유 식별자
• 소스: 알림이 생성된 소스
• 유형: 알림 유형(예: 예측 알림)
CPU 활용도, 드라이브 여유 공간, 최대 배터리 용량 및 배터리
런타임과 같은 일부 SupportAssist 데이터는 SupportAssist 지
능형 엔진으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PC 활용도 텔레메트리 정
보 CPU 및 메모리 활용도. 또한 Insights 구성 요소는 정적 및
동적 시스템, OS,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메모리 정보를 수
집합니다.

• 에이전트 버전: 시스템에 배포된 SupportAssist 버전
• 서비스 태그: 시스템의 고유 식별자
• 시스템 모델: 시스템의 모델 이름
• 등록 정보: SupportAssist의 등록 상태
• OS 버전: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운영 체제 버전

일상적인 24시간 주기 이외에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실행 중인 시스템
에서 수집된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
의 전체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SP 버전: 운영 체제의 서비스 팩
• UTC 날짜: 일상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정보가 Dell
Technologies Services로 전송된 날짜 및 시간
• BIOS 버전: 시스템에 설치된 BIOS 버전
• 상태: 심각도에 따른 알림의 상태(예: 경고)
• 설명: 시스템 장애 관련 정보(예: 높은 CPU 사용량)
• 하드 드라이브 여유 공간: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에서 사
용 가능한 여유 공간
• 메모리 사용량: 사용된 시스템 메모리의 양
• CPU 사용량: 사용된 CPU의 양
• 로컬 날짜: 시스템의 날짜 및 시간
• 마지막 부팅 날짜: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재시작한 날짜
및 시간

모든 정보는 데이터 전송 중에
암호화를 통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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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Assist는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합니까?
SupportAssist에서 Dell Technologies Services로 전송된 데
이터는 256비트 암호화로 암호화되고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동안 각 시스템에서 실행 시 암호화 키
가 생성됩니다. 솔트와 함께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설치된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업계 표준 알고리듬이 저장된 데이터
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화에서 솔트란 데이터, 암호 또는 암호문구를 “해시”하
는 단방향 기능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랜덤 데이터입니다. 사
전 공격 또는 해시된 동급 공격, 즉 사전 계산된 레인보우 테
이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솔트의 주된 기능입니다.
모든 암호화 키는 보안 랜덤 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여 생성
됩니다. 전송 중인 데이터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를 통해 TLS를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모든
암호화 알고리듬은 업계 표준이며 저장된 데이터는 암호화
됩니다.

HTTPS는 사용자가 제공한 피드백 전송, 진단 텔레메트리
이벤트 및 Dell.com에서 복원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시스템
정보에 대한 API 쿼리를 위해 오프라인 통신에 사용됩니다.
표준 HTTPS는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전송하거
나 다운로드할 때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 간
의 통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S는 텔레메트리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 Dell.com의 백엔드 API와의 통신 및
Dell.com에서 검색된 콘텐츠 다운로드에 사용됩니다.
모든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방화벽 뒤에 위치하며 네트워크
보안 팀에서 관리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은 엄격하게 관리
됩니다.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은 특정 포트를 통해 전송되며
적절한 대상 네트워크 주소로만 전송됩니다.
SupportAssist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 인프라스트
럭처에 연결해야 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네트워크 대역폭을
활용합니다. 사용하는 대역폭은 SupportAssist가 모니터링
하는 타겟 시스템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1은
SupportAssist가 1개월 동안 100개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
는 데 사용하는 평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표 1.평균 데이터 소비량
이벤트

이벤트 빈도

데이터 소비량(KB)

SupportAssist 등록

배포 후 한 번

일상적인 PC 모니터링 정보 전송

배포 후 24시간마다 한 번

주기적인 PC 모니터링 정보 전송

배포 후 30~45일마다

알림 및 PC 상태 정보 전송

알림이 탐지되는 경우

PC 보증 정보 확인

배포 후 한 번

지원 요청 생성

알림에서 지원 요청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 확인

매주 한 번

30

구성 업데이트 확인

24시간마다 한 번

31

PC 통찰력

1시간마다 한 번

802
241
210435
30
7
159

참고: 드라이버, BIOS 및 펌웨어 업데이트의 경우 데이터 소비 값은 업데이트 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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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SupportAssist 보안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물리적 보안 및 논리적 보안 조치

01010110
11010100
00101011

SupportAssist는 데이터로 무엇을 합
니까?

SupportAssist는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자
동화되고 사전 예방적이며 예측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에 이슈가 있는 경우 SupportAssist는 기술 지원
에이전트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알림을 생성합니다.
또한 SupportAssist는 현장에서 수천만 개의 Dell 시스템
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구성 요소에 장애
가 발생할 시기를 예측합니다. 이 예측 알림은 장애가 발
생하기 전에 부품을 디스패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최적의 시스템 가동 시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pportAssist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및 멀웨어를 탐지 및 제거하고 운영
체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시스템 앱 사용량은 Insights 구성 요소를 통해 시스템 사
용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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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Assist는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
하게 저장합니까?
물리적 보안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네트워
크 및 보안 구성 요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SupportAssist 데이
터를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합니다. SupportAssist 데이터는
물리적 보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프레미스 보안 경비원
• 카메라
• 가짜 출입문
• 차량 차단기
• 특수 주차장 설계
• 방탄 유리 및 방탄 벽
• 표시가 없는 건물 사용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액세스는 허가된
인력으로만 제한됩니다. 액세스는 스마트 카드를 통해 관리됩
니다.

SupportAssist 보안

논리적 보안
SupportAssist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Dell 개인 정보 처리 방
침에 따라 저장되며 트랜잭션 데이터는 6개월 후에 삭제됩
니다.
Dell Technologies Services 인프라스트럭처(서버,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공유 등)에 대한 논리적 액세스는 Dell
Digital(IT) 지침에 따라 감사 및 평가되는 내부 툴을 통해
제한됩니다.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서버와 운영 체제 구성 요
소는 보안 검토가 이루어진 표준 이미지에 상주합니다.
Microsoft 및 기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게시한 보
안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보
안 업데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게시하는 경우 먼저 운영 이미지가 아
닌 이미지를 테스트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라이브 서버
에 정식 적용하여 위험을 방지합니다.
• 감사: 모니터링 대상 디바이스 로그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 인프라스트럭처 및/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운영 체제 또
는 SupportAssist 웹 서버 콘솔에 로그인하거나 액세스
하는 모든 시도를 기록합니다.

10

비즈니스 PC용 SupportAssist

IT 관리 빌드는 보안 모범 사례에 따라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 권장 제어를 사용하여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SupportAssist 생태계는 데이터 센터 내의 로컬
고가용성과 별도의 데이터 센터 내의 동일한 인프라스트럭
처를 모두 사용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빅데이터 클러스터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이 본질적으로 고가용성인 기술입
니다.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및 퍼
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완벽하게 제어하고 관리하는 클
라우드 환경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합니다.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단순 스토리지 서비스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모
두 암호화되며 최소 권한을 사용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는 공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HTTPS를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전송 후에는 클라이언트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SupportAssist 보안

Dell Technologies의 보안 관행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개발
내부 SDL(Secure Development Lifecycle Standard)은 시장 기대치와 업계 관행에
따라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개발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Dell Technologies
제품 관련 조직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이는 제품 팀이 새로운 기능
을 개발할 때 도입해야 하는 보안 제어 조치를 정의합니다. SDL에는 두 분석 작업
과 주요 위험 영역에 대한 규범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제어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위협 모델링, 정적 코드 분석, 검사 및 보안 테스트와 같은 분석 작업은 개발 수
명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상의 결함을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범적인
제어 조치는 개발 팀이 보호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코딩하여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 또는 SANS Top 25에서 발견된 이슈를 포함
하여 일반적인 보안 이슈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upportAssist 코드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발됩니다. 코드는 업계 표
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통합됩니다. 코드 버전은 보안 그룹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체크인 및 관리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다음을 비롯하여 보안 정책에 따른 보안 평가를 거칩니다.
• 침투 테스트를 사용한 취약성 평가
• 비즈니스 PC용 SupportAssist의 Private Bug Bounty 프로그램과 같은 동급
최고 수준의 여러 공급업체를 사용한 타사 보안 테스트
• 인증, 권한 부여 및 ID 관리 솔루션에 대한 평가
•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법률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모든 타사 라이브
러리 및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구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업계를 선도하는 솔
루션으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Dell Security Advisories는 특정 보안 개선
을 위해 전달됩니다.
• 글로벌 보안 조직의 데이터 분류.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을 함께 제공하여 전자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보안 프로세스와
검증된 업계 관행을
통해 SupportAssist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Dell 공급망 보증
관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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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은 보안 감사 및 거버넌스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급망 위험 관리
Dell Technologies는 계획-소싱-개발-제공-반환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업계를 선
도하는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ICT 공급업체의 입
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SCRM 표준 및 모범 사례를 비롯하여 공급망의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upportAssist 보안

보안 검증 테스트
타사 보안 평가가 SupportAssist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지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평가에는 데이터 전송 및 API 보안, 정적 및
동적 소스 코드 분석,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교차 점검, 타사 라이브러리 및 제품이 포함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평가에는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변화 관리
Dell Technologies 변경 관리 프로세스는 기업 변경 관리 이
사회에서 규정한 ITIL Foundation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모
든 변경 사항은 변경 요청 티켓을 통해 관리됩니다. 변경을
시작하기 위해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ITIL 교육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SDL도 숙지해야 합니다. 백엔드 인프라스트
럭처에 적용되는 모든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는 적절한 추
적 및 추적 가능성을 위해 버전 관리가 적용됩니다. 팀에서
는 자동화된 빌드 프로세스를 통해 새 빌드를 적용하거나
배포된 빌드 또는 핫픽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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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내부 환경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의 선호도
에 따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Dell.com/support로 승
격되는 모든 릴리스에는 알려진 제한 사항이 적용된 변경 사
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든 기능과 변경 사항은 제품 관리 팀에 의해 정
리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변경 관리 이사회를 거치는
POR(Plan-of-Record)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순위가
지정됩니다.

인증
SupportAssist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 인프라스트럭
처/애플리케이션 인증에 Dell MyAccount를 사용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인증에 OS 로그인 그룹을 사용합니다.
SupportAssist 구성 요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
터베이스 관리 팀과 운영 지원 팀 등의 그룹에는 별도의 작
업 및 액세스 권한이 할당됩니다. 운영 환경에 대한 모든 업
데이트는 검사와 균형이 포함된 정해진 변경 관리 프로세스
를 거칩니다.

SupportAssist는 Private
Bug Bounty를 포함한 동급
최고 수준의 여러 공급업체와
함께 정기적인 타사 보안 검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SupportAssist 보안

보안 인식 제고 커뮤니티
작업별 보안 모범 사례와 관련 리소스 사용 방법에 대해 신규 직원과 기
존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역할 기반 보안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전체 커뮤니티에서 보안을 의식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커뮤니티는 Dell의 보안 챔피언 프로그램
의 일부이며,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통해 원점 회귀 보안
을 촉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인시던트 보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관찰하거나 사이버 보안 이슈 또는 위협이 의심되
는 경우 Dell Technologies의 모든 담당자는 SRC(Security Response
Center)에 즉시 인시던트를 보고해야 합니다. SRC는 중앙 집중식
CSIRT(Computer Incident Response Team)가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스템 및/또는 데이터를 침해할
수 있는 보안 프로세스의 약점 또는 격차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CSIRT
는 인시던트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시작하며, 인시던트를 보고하는 사람은
CSIRT가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아티팩트와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CSIRT 및 사이버 보안 조직은 인시던트의 심각도와 위반 성격에
따라 고객에게 위반에 대한 보고서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약성 대응
Dell Technologies는 고객에게 취약성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정
보, 지침 및 완화 조치를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이 제품의 보안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PSIRT(Product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는 보고된 모든 제품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및
공개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취약성 대응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품 보안
모범 사례를
정의하고 보안
개발의 원인을
개선하는 업계
리더.

업계 제휴
Dell Technologies는 업계 차원의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여 선도적인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해 제품 보안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고 발전시키고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한 개발을 촉진합니다. 업계 협업의 예는 다음과 같
습니다.
• Dell Technologies는 EMC 법인을 통해 SAFECode(Software Assurance Forum for Excellence in Code)를 공동 설립
하고 현재 해당 이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Microsoft, Adobe, SAP, 인텔, Siemens, CA 및
Symantec이 있습니다. SAFECode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보증 관행 및 교육을 공유하고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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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제휴, 계속
• Dell Technologies는 FIRST(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입
니다. FIRST는 인시던트 및 취약성 대응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조직이자 인정받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 Dell Technologies는 OTTF(Open Group Trusted
Technology Foru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TTF는 글로벌 공급망 무결성 프로그램과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Dell은 2008년 BSIMM(Building Security In Maturity
Model) 프로젝트에 의해 평가된 최초의 9개 회사 중 하
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대표는 BSIMM 자문 위원회에 속해 있습
니다.
• Dell 직원들은 IEEE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에 따라 소
프트웨어 설계자가 보안 설계 결함을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IEEE Center for
Secure Design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업계 보안 표준
Dell 직원은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업계 차원의 보안 관
행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는 다음과 같은 업계 컨소
시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 CSA(Cloud Security Alliance)
•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 FIRST(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 INCITS(International Committee for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Open Group
•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 SAFECode(Software Assurance Forum for
Excellence in Code)
•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Dell Technologies는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모든 개발 및 제조 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감사와 규정 준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V. 결론
SupportAssist 기술은 사전 예방적 기능과 예측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 조
직의 Dell 데스크탑 및 노트북 컴퓨터에서 최대 가동 시간을 지원합니다.
Dell Technologies Services는 보안 프로세스,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보안
데이터 스토리지에 중점을 두고 최적의 보안을 제공하는 첨단 기술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및 자세한 정보는 DellTechnologies.com/SupportAssist를 참조하십시오.
1

출처: Dell EMC의 의뢰로 Forrester Consulting에서 실시한 “Innovation Leaders Need IT Services To Drive Transformative Outcomes” 연구,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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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Assist는 운영 체제 이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및 패치, 멀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 하드 드라이브 장애, 배터리, 메모리, 내부 케
이블, 열 감지 센서, 방열판, 팬,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및 비디오 카드 등의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Dell에 사전 예방적으로 알립니다. 예측 분석 장애 탐지에
는 하드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배터리 및 팬이 포함됩니다. Linux, Windows RT, Android, Ubuntu 또는 Chrome 기반 제품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2019년 4월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Dell ProSupport Plus with SupportAssist warns you about hardware issues so you can fix them before they
cause downtime” 기준. 테스트는 Dell의 의뢰로 미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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