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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
랜섬웨어확산경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랜섬웨어에감염되면, PC 및
네트워크접속이허용된파일
이한순간에 암호화되어
사용불가능하게됩니다.

①바이러스및취약점을
제거하여, 안전한 PC사용
환경구성이 필요합니다.

②기존에사용하던디스크는
외장으로변환하여, 정보자산
의확실한백업유지가

필요합니다.

③ PC 디스크는메모리
기반디스크로변환하여

느려터진 PC의성능을혁신적
(3~10배)개선하기바랍니다. 
SSD Replacement는한국내
대기업에서채택한가장경제
적인 PC 업그레이드방법

입니다.



 최신중요파일별도백업
-정보자산의안전한보호
-기존 HDD 재활용, USB 3.0

 최신 SSD 적용으로성능대폭개선
- OS, Apps, Data 복제 (Cloning)
- Booting Time : 3~4 배개선
- Login Time : 5 ~ 10 배개선
- File Read/Write : 5~10 배개선

 랜섬웨어 (Ransom 
ware) 확산

 잠재된바이러스
저장소

 개인 PC의취약점, 
개인의정보자산
뿐만아니라, 조직
전체의취약점
(Security Hole).

 바이러스및취약점제거
-랜섬웨어점검 (Virus Scan)
-위협/취약점제거 (Update)
- Security 구성점검

 알수없는오류
 자꾸다운되는
프로그램들

 느려터진
컴퓨터

 속터지는
인터넷

Cost 
$200.00



최고의생산성도구, PC
안전하고 최적의 성능으로 사용하기

1. 바이러스및취약점제거
 랜섬웨어점검 (Virus Scan)
 위협/취약점제거 (Update)
 Security 구성점검

2. 최신중요파일별도저장
 내장 HDD 외장 HDD
 USB 3.0 (4.8 Gbps)

3. 최신 SSD 적용으로성능개선
 OS, Apps, Data 복제 (Cloning)
 Booting Time : 3~4 배 개선
 Login Time : 5 ~ 10 배개선
 File Read/Write : 10 배 개선

 Seamless Support – 야간및주말작업가능, 
Master Service Agreement, NDA included

 Cost (included SSD and USB 3.0 외장)
-. 240 GB SSD ($200.00, Tax Included)
-. 480 GB SSD ($300.00, Tax Included)
-. 960 GB SSD ($450.00, Tax Included)

 USB 3,0 Interface를 가진 PC만 업그레이드

 기존 HDD는 USB 3.0 외장
케이스를이용하여백업디스크
로활용

 최신기술을적용한 SSD (Solid 
State Drive를새로이장착하고, 
Disk Cloning을하여, 운영체제, 
프로그램및모든데이터를안전
하게이동

 컴퓨터보안점검및
취약점점검후,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오피스프로그램, 
Acrobat 및보안프로
그램업데이트,

 밤시간에자동업데이
트진행하도록구성.





 개별구입대비, 50% 이상가격절감
 60년전통의휴스턴최대복사기딜러

(American Business Machines Inc.)
 전담 Account Manager 지정
 24시간서비스와지원
 4시간응답머니백개런티
 Web Based 서비스 Call 접수

Group Buying





여기를 클릭 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파일 입니다)

http://media.wix.com/ugd/355f27_226f6098a38a4f33a3add0ff6d1cd88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