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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보안 및 Windows To Go 인증.
Kingston®의 IronKey™ W700은 기업에 Microsoft® Windows To Go를
내장형 하드웨어 기반 XTS-AES 256비트 암호화와 FIPS 140-2 레벨 3
검증을 갖춘 고급 보안 USB 드라이브로 배치하도록 제공해줍니다.
또한 Windows To Go를 위한 고속 읽기/쓰기 성능을 제공하며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안 표준으로 보호해줍니다. 드라이브는
DataLocker에서 제공하는 DataLocker의 IronKey EMS를 사용해
액세스와 사용량 정책을 중앙에서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변조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IronKey W700의
견고하고 안전하고 케이스는 군사 등급 강도와 내구성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 Windows To Go 인증
> 고급 보안 FIPS 140-2 Level 3 검증
> DataLocker의 IronKey EMS를 통해
선택적으로 관리
> 견고한 케이스

제품 기능/사양은 뒷면 참조 >>

IronKey W700
특징/이점
>>Windows To Go의 편리성 — IronKey W700는 Microsoft
Windows To Go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플랫폼
중 하나를 제공해줍니다.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안 — 안전 잠금은 FIPS, GLBA, HIPPA,
HITECH, PCI, GTSA 등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손상 없는 성능과 보안 —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도 신속하고
쉽게 전송.
>>관리 옵션 — 드라이브는 DataLocker의 IronKey EMS를 사용해
수천 개의 IronKey W700 드라이브에 대해 액세스와 사용량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KINGSTON 부품 번호

사양

IKW700/32GB

>>용량1 32GB, 64GB, 128GB

IKW700/64GB

>>암호 보호 XTS-AES 256비트 하드웨어 암호화, 장치 제거시
자동 데이터 보호

IKW700/128GB

>>FIPS 140-2 Level 3 검증
>>관리 가능 기업용 관리는 W700 장치를 위한 옵션 기능입니다.
DataLocker의 IronKey EMS를 사용해 수천 개의 IronKey W700
드라이브에 걸쳐 액세스와 사용량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속도2 최대 읽기: 400MB/second, 최대 쓰기: 300MB/second
>>크기 82.3mm x 21.1mm x 9.1mm
>>작동 온도 0°C - 70°C
>>보관 온도 -40°C - 85°C
>>USB 3.0 SuperSpeed, 방진, 내충격성, 견고성
>>방수 최대 3피트, MIL-STD-810F
>>보증 5년
Windows To Go의 시스템 요구 사항
>>부팅 프로세스 USB 부팅 가능
>>펌웨어 USB 부팅 가능. (Windows 7, 8, 8.1 또는 10과 함께
사용하도록 인증된 PC는 USB에서 직접 부팅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사용 중인 PC가 USB 부팅을 직접 지원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문의)
>>프로세스 아키텍처 Windows To Go 드라이브의
이미지를 지원해야 함
>>외장 USB 허브 지원 안 함, 호스트 시스템에 Windows To Go
드라이브를 직접 연결
>>프로세서 11GHz 이상
>>RAM 2GB 이상
>>그래픽 WDDM 1.2 이상의 드라이버가 설치된 DirectX 9
그래픽 장치
>>USB 포트 USB 2.0 포트 이상

1 플래시 저장 장치의 상기 용량 일부는 포맷팅이나 기타 기능에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ngston.com/flashguide에서 Kingston 플래시 메모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속도는 호스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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