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 EMC의 Keep Your Hard Drive 및 Keep Your Component for Enterprise 서비스로 조
직은 기밀 데이터에 대해 물리적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안 문제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보안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하면 기밀 정보는 위협으로부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Dell EMC Keep Your Hard Drive for Enterprise 및 Dell EMC 
Keep Your Component for Enterprise를 통해 따로 교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결함이 있는 하드 드라이브와 장애가 발생한 데이터 
보존성 구성 요소를 보유하여 기밀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증가 및 보안 문제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복잡성을 야기
합니다.

기밀 데이터와 보안 위험 및 규정 준수 요건이 추가된 업계의 경우 Dell Technologies Services
를 통해 중요한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은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 데이터 보안

보안 문제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으로 인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3년까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용량으로, 

Global DataSphere에 
따르면 2018년 규모의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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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KYHD 및 KYC for Enterprise

Dell EMC KYHD for Enterprise 및 Dell EMC KYC for Enterprise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Technologies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DellTechnologies.com/services에서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IDC: Market Perspective(Doc #US44033918 / 2019년 6월 20일) Security and the Global DataSphere: A Data-Driven World Needs Its Data Protected, 작성자: 
David Reinsel, Frank Dickson, Robyn Wester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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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 Hard Drive for Enterprise

교체 드라이브를 수령할 때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추가 비용 
없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는 전체 제품 수명 기간 동안 
다양한 드라이브(PCIe 및 NVMe를 포함한 표준, SSD(Solid-State 
Drive), SATA(Serial ATA), HDD(Hard Disk Drive))와 여러 번의 장
애가 포함됩니다.

보안 문제 및 데이터 프
라이버시 규정이 문제를 
야기함

데이터가 많을수록 고객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부품에 장애가 발생하면 
기밀 데이터를 악용할 위
험이 있음

* 제공 서비스는 Dell 제품에만 적용되며, 시스템 구매 시 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 또는 영업일 기준 익일에 교체품을 배송합니다(서비스 계약에 따라 다름). 
기본 지원은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ProSupport Enterprise Suite를 사용할 수 없는 간접 국가의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Basic Support는 KYHD 및 KYC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ProSupport Enterprise Suite를 사용할 수 없는 간접 국가의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밀 데이터에 대해 완벽한 제어를 
유지

대외비, 독점 또는 기밀 데이터의 
보안 유지

보안

고객의 기밀 데이터 및 IP 노출 
위험을 완화

낮은 위험성

기밀 데이터에 대한 제어 유지

완벽한 제어

시스템 한 대에 포함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중복된 고장에도 적용

가치

현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

규정 준수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우선 순위 지정

Keep Your Component for Enterprise

교체 부품을 수령할 때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를 추가 비용 없
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는 전체 제품 수명 기간 동안 
표준, SSD, SATA, HDD, Boss 카드, 전원 공급 장치, 마더보드, 메
모리 등의 다양한 드라이브 및 구성 요소와 여러 번의 장애가 포
함됩니다.

장애가 발생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보유하면 보안 및 규정 준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