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잉여 하드웨어의
가치 최적화
HP 디바이스 리프레쉬(디바이스 폐기관리): 책임감 있고
안전한 하드웨어 폐기를 위한 종합 솔루션
HP 전문가가 브랜드에 상관없이 IT 디바이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합니다

조직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솔루션
잉여 IT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HP 디바이스 리프레쉬
(디바이스 폐기관리)입니다. 라이프사이클이 종료된 하드웨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솔루션 세트입니다. 디바이스 리프레쉬(디바이스 폐기관리)를
사용하면 HP 전문가가 디바이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적용되는 법적 관례 및 환경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혜택

복구 가치1
구형 디바이스(PC 및
프린터)에 대한 잔존가치를
제공하므로 HP 디바이스
리프레쉬(폐기관리) 에
사용 가능한 잉여 IT 자산
가치를 인식합니다.

데이터 보안
저장 매체를 폐기 하기 전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와
3단계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친환경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사용 중지하고, 적용되는
현지 정책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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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거
디바이스 리프레쉬(디바이스 폐기관리)는 재활용 또는 재판매를 위해 IT 디바이스를
수거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운송하고, 구분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해제 및 준비
후에는 처리 진행 할 모든 제품에 대한 선하증권(B/L) 재고 목록이 생성됩니다. 제품의 포장 및
운송 준비가 끝나면 이러한 배송 기록은 각 자산이 올바르게 제어되며 마지막 처리 과정까지
추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연계 보관성 문서의 기본이 됩니다.
민감한 개인 데이터 보호
장비는 HP 시설로 이동되며 전체 자산 세부 정보가 수집됩니다. 그런 다음 고객 식별이 가능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저장 매체를 3단계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를 사용해 포맷합니다.
환경에 안전한 재활용
재활용 대상 제품은 사용 또는 재판매가 가능한 부품이나 조립품이 있는지 검토를 거치게
되며, 상품성이 없는 제품은 관련 환경법과 규제에 맞게 재활용 자재로 분해 및 파쇄됩니다.

완벽한 턴키 프로그램.

상세한 보고
장비의 처리가 완료되면 디바이스의 재상품화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및 경제
관련 결과의 세부 정보가 명시된 감사 및 완료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비용 및 하드웨어
재판매 지불액은 지역 및 현지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칩니다.

HP는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지역별 또는 글로벌 디바이스 리프레쉬(디바이스 폐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고정된 비용으로 지정 담당자를 통해 모든 활동에 대한
통합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핵심 기능

• 계획 및 준비
• 운송
• 처리 및 데이터 삭제
• 보고 및 완료

가용성

• PC 및 프린터용

서비스 범위

•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고객 혜택

• 사용 중지된 HP 및 HP가 아닌 IT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 인식
• 운송, 데이터 삭제, 리퍼비시, 재상품화, 재활용 등 복잡한 과정의 아웃소싱
• 민감한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 보호
• 현지 정책 및 업계/정부 규제 준수 지원
• 감사 및 법률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서

HP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 세계 영업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hp.com/go/pcandprint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구독하세요
hp.com/go/get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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