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레이션용
HP 라지 포맷
인쇄 솔루션

데코 인쇄 시장의 새로운
기회
가정, 업무 현장 및 브랜드를 보다 매력적이고 맞춤화된
모습으로 꾸미려는 수요로 인해 데코 인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사용하는
침실, 창조적 사무 공간이나 호텔 로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데코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HP 라지 포맷 인쇄 솔루션이 흥미롭고 수익성
좋은 데코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귀사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HP는 다양한 미디어 선택지,
냄새 없는 실내용 인쇄물1, 방대한 협력사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제공하여 귀사를
찾는 고객에게 엄청난 창작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현실로

데코 인쇄의 수요 증가는 훌륭한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인쇄 덕분에 이런 고수익 부문에서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맞춤형 출력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세요.

주요 이점:

디자인 스튜디오

디지털 인쇄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제한 없는 무한한
컬러 등록, 간편한 사용자 지정, 다양한 용지에서
즉각적인 교정 등,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설계부터
생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주요 이점:

인테리어 전문가
훨씬 더 빨라진 작업 처리 시간으로, 이제 손쉽게
고객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고객의 맞춤형 단기 인쇄물과 독점
콜렉션 제작을 지원해줄 새로운 기술로 기존 장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재고 위험의 걱정도
없습니다.

주요 이점: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 인쇄 덕분에, 인쇄 업체는 이제 다양한 용지
사용과 폭넓은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장식 관련 고수익 애플리케이션 분야로의 사업
영역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성을 그려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려면 올바른 용지와 인쇄 기술이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HP에서는 HP 인쇄
기술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테스트를 거친 다양한 용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2,000가지 이상의
용지 프로필을 지원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테리어 장식 관련 모든 작업에서 선명하고 정확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벽 장식
맞춤형 벽지, 벽 장식 스티커, 캔버스, 파인아트 등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갖추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붙잡으세요.
케이스 스터디 영상 보기

HP 라텍스 잉크가 없었다면, 이런 다양한
용지 활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Josh Young, Detroit Wallpaper, 벽지 제조업체

창문 장식
창문 블라인드와 커튼에 맞춤 디자인, 컬러, 브랜드
정체성을 담아보세요.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프린터입니다.
덕분에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바로 출력하는
온디맨드 형식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죠.
Ed Williams, Texton, 창문 블라인드 제작 회사

케이스 스터디 영상 보기

실내 장식용 패브릭
PU- 및 PVC-기반 인조 가죽에도 손쉽게 인쇄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용지와 컬러를 테스트하며
끊임없이 실험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것도 HP 라텍스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텍스
프린터를 좋아하는 이유죠.
Robin Sprong, Bespoke Wallpaper | 표면 디자인 스튜디오

케이스 스터디 영상 보기

패브릭
커튼, 쿠션 및 기타 홈 텍스타일 등 세탁 가능한 무취1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세요.

워크플로우 솔루션

HP와 당사의 협력업체는 고객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생산 효율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도구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프리프레스

좋은 디자인은 더 많은 고객을 불러오고 결국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와 업계의
주요 관심사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용지

파일 준비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호환되는 RIP은
더 빨라진 리핑 시간과 정확한 컬러 제어로 원활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출력 및 생산

HP 인쇄 기술과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증받은 전 세계 미디어 공급업체의 방대한 용지를
활용하세요.

HP 라지 포맷 인쇄 솔루션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에는
뛰어난 품질과 생산성을 비롯하여 업계 리더의 헌신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hp.com/go/mediasolutionslocator

후가공
고객에게 원활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HP는 자동 커팅부터 감기나 스트레칭 솔루션까지 다양한
기술을 다루는 업계 내 수많은 회사와 협업해 왔습니다.

HP 솔루션 협력 업체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리핑 및 컬러 관리

용지 처리

열 고정

후가공

HP 라지 포맷 프린터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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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디자인젯 Z-시리즈 프린터
고품질 인쇄물, 세밀한 설계, 우수한 출력물. 다양하고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는 우수한 기술로
캔버스, 파인 아트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HP 디자인젯 Z6810 HP 디자인젯 Z6
프로덕션 프린터
포스트스크립트®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Z9+
포스트스크립트®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Z6 Pro
64인치 프린터

HP 디자인젯 Z9+ Pro
64인치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06m(42in)

0.61m(24in)
1.11m(44in)

0.61m(24in)
1.11m(44in)

1.63m(64in)

1.63m(64in)

잉크 카트리지

8가지 잉크: lC, M,
Y, mK, pK, lG, lM,
CR

6가지 잉크: C, M, Y,
mK, pK, CR

9가지 잉크: C, M, Y,
mK, pK, G, CR, CG,
CB(GE - 옵션)

6가지 잉크: C, M, Y,
mK, pK, CR

9가지 잉크: C, M, Y,
mK, pK, G, CR, CG,
CB(GE - 옵션)

최대 생산 속도

42인치 모델:
시간당 113.6m²
(1225ft²)

24인치 모델:
시간당 67m²(720ft²)
44인치 모델:
시간당 85m²(916ft²)

24인치 모델:
시간당 56m²(600ft²)
44인치 모델:
시간당 74m²(795ft²)

시간당 98m²
(1055ft²)

시간당 98m²
(1055ft²)

Adobe
PostScript®/PDF²

옵션

예

예

옵션

옵션

가상 메모리

64GB(1GB RAM
기준)

128GB(4GB RAM
기준)

128GB(4GB RAM
기준)

128GB(4GB RAM
기준)

128GB(4GB RAM 기준)

HP 내장 측색기3

예

아니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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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스티치 승화 전사 프린터
HP 스티치 승화 전사 프린터는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고 정확한 컬러를 제공합니다. 라지
포맷 텍스타일 프린팅 용으로 적합하며 커튼, 쿠션, 실내 장식용 패브릭 등에 출력
가능합니다.

HP 스티치 S500
64인치 프린터

HP 스티치 S1000
126인치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63m(64in)

3.2m(126in)

카트리지 용량

3리터 컬러

10리터 컬러

최대 롤 무게

55kg(121lb)

300kg(660lb)

최대 생산 속도

시간당 110m²(1185ft²)

시간당 220m²(2370ft²)

생산 품질 속도

시간당 43m²(460ft²)

시간당 130m²(1400ft²)

최대 생산 능력

매월 6,000m²
(64,583ft²)

매월 40,000m²
(430,556ft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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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라텍스 프린터
창문 블라인드, 인조 가죽, 벽지 등의 광범위한 인테리어 장식 분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HP 라텍스 인쇄는 냄새 없는1 건조 상태 출력물을 생산하며,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작업자,
고객 및 환경 모두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관련 인증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HP 라텍스 115 프린트
앤 컷 플러스 솔루션

HP 라텍스 315 프린트
앤 컷 플러스 솔루션

HP 라텍스 335 프린트
앤 컷 플러스 솔루션

최대 용지 너비

1.37m(54in)

1.37m(54in)

1.63m(64in)

최대 롤 무게

25kg(55lb)

25kg(55lb)

42kg(92.6lb)

카트리지 용량

400ml 컬러

775ml 컬러

775ml 컬러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12 m²(129 ft²)

시간당 12 m²(129 ft²)

시간당 13m²(140ft²)

HP 라텍스 700
프린터

HP 라텍스 700 W
프린터

HP 라텍스 800
프린터

HP 라텍스 800 W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63m(64in)

1.63m(64in)

1.63m(64in)

1.63m(64in)

최대 롤 무게

55kg(121lb)

55kg(121lb)

55kg(121lb)

55kg(121lb)

카트리지 용량

1리터 컬러

1리터 컬러
1리터 흰색

3리터 컬러

3리터 컬러
3리터 흰색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21m²(시간당 226ft²)

시간당 21m²(시간당 226ft²) 시간당 25m²(시간당
269ft²)

시간당 25m²(시간당
269ft²)

HP 라텍스 115
프린터

HP 라텍스 315
프린터

HP 라텍스 335
프린터

HP 라텍스 365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37m(54in)

1.37m(54in)

1.63m(64in)

1.63m(64in)

최대 롤 무게

25kg(55lb)

25kg(55lb)

42kg(92.6lb)

42kg(92.6lb)

카트리지 용량

400ml 컬러

775ml 컬러

775ml 컬러

775ml 컬러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12 m²(129 ft²)

시간당 12 m²(129 ft²)

시간당 13m²(140ft²)

시간당 17m²(시간당 183ft²)

HP 라텍스 2700
프린터

HP 라텍스 2700 W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3.2m(126in)

3.2m(126in)

최대 롤 무게

싱글 롤 최대 300kg(660lb)4
옵션 듀얼 롤 최대 2x200kg(2x440lb)

싱글 롤 최대 300kg(660lb)4
옵션 듀얼 롤 최대 2x200kg(2x440lb)

카트리지 용량

5리터 컬러

5리터 컬러
3리터 흰색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69m²(시간당 743ft²)

시간당 69m²(743ft²)

HP 라텍스 2700 Plus
Printer5

HP 라텍스 2700 W Plus
Printer5

최대 용지 너비

3.2m(126in)

3.2m(126in)

최대 롤 무게

싱글 롤 최대 300kg(660lb)
듀얼 롤 최대 2x200kg(2x440lb)

싱글 롤 최대 300kg(660lb)
듀얼 롤 최대 2x200kg(2x440lb)

카트리지 용량

5리터 컬러

5리터 컬러
3리터 흰색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69m²(시간당 743ft²)

시간당 69m²(시간당 743ft²)

HP 라텍스 3600
프린터

HP 라텍스 R1000
프린터 시리즈

HP 라텍스 R2000
Plus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3.2m(126in)

1.64mm(64.4in)

2.49m(98.4in)

최대 롤 무게

싱글 롤 최대 300kg(660lb)
듀얼 롤: 최대 2 x 200kg(2 x 440lb)

싱글 롤 최대 68kg(150lb)

싱글 롤 최대 100kg(220lb)

카트리지 용량

10리터 컬러

3리터 컬러
3리터 흰색

5리터 컬러
3리터 흰색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77m²(830ft²)

시간당 15m²(161ft²)

시간당 22m²(237ft²)

HP의 지속 가능한 영향
HP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여러분 고객 및 환경을 위해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차세대 수성 HP 라텍스 잉크는 환경 측면에서도,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모두의 건강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해 고려해야 할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HP 라텍스 잉크는 호텔, 식당, 병원,
가정 등 실내 공간에 적합한 냄새 없는 인쇄물1을 제공합니다.

UL ECOLOGO®⁶

완구 안전 등급7

전체 실내 장식에 제한
없음8

레벨 1 - 유해 화학물질
무방출¹⁰
책임 있는 삼림 관리 인증
마크9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자랑합니다.
Jon Sherman, Flavor Paper,
벽지 회사

¹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감각 평가는 Odournet에서 VDI 가이드라인 3882에 따라 진행했으며, 832, 873, 883 잉크는 냄새 강도 "약함"과 냄새 심미도 "중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용지의 종류에 따라 용지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용지는 최종 출력물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² 포스트스크립트® 모델이나 옵션 HP 디자인젯 포스트스크립트®/PDF 업그레이드 키트를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³ X-Rite의 측색기가 HP 디자인젯 Z9+ 프린터 시리즈 및 HP 디자인젯 Z6810 Production 프린터 시리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HP와 X-Rite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편리성,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검증된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⁴ HP 라텍스 2700 및 2700 W 프린터는 최대 160kg(353lb)의 싱글 롤을 지원합니다. HP 3.2m 다이버터 롤러 또는 HP 라텍스 2700 시리즈 점보 듀얼 롤 키트(옵션)를 사용하면 프린터 용량을 300kg(660l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포함 제품이
아니며 별도로 판매됩니다.
⁵ 이용 가능 여부는 살고 계신 지역의 현지 HP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⁶ 4세대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UL 2801에 대한 UL ECOLOGO®인증은 잉크가 인체 건강 및 환경 고려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 수명 주기 기반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ul.com/EL 참조).
7
4세대 HP 라텍스 잉크는 장난감 안전성 방법론 및 프로토콜인 EN 71-3, EN 71-9, ASTM F963-17, US 16 CFR 1303, US 16 CFR 1307, SOR 2011-17, SOR 2018-83에 따른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해당 규정을 준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HP는 3세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에 잉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⁸ 4세대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UL 2818에 대한 UL GREENGUARD GOLD 인증은 제품 사용 중 실내 화학물질 방출량이 적은 UL GREENGUARD 표준 인증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규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든 가구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사무실 환경에서 33.4m²(360ft²), 교실 환경에서 94.6m²(1018ft²). 자세한 내용은 ul.com/gg 또는 greenguard.org에서 확인하세요.
⁹ 일부 HP 라지 포맷 출력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BMG 상표 라이선스 코드 FSC®-C115319는 fsc.org에서 확인하세요. HP 상표 라이선스 코드 FSC®-C017543는 fsc.org에서 확인하세요. FSC® 인증 제품은 일부 지역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HP
라지 포맷 인쇄 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LFMedia.com을 참조하세요.
¹⁰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ZDHC Roadmap to Zero 레벨 1은 잉크가 생산 중 의도적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목록인 ZDHC MRSL(ZDHC Manufacturing Restricted Substances List) 버전 1.1의 표준을 준수하거나 충족함을 보여줍니다.
ZDHC는 가죽, 직물, 합성직물 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Roadmap to Zero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화학물질 관리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수의 브랜드, 가치사슬
계열사, 제휴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조직입니다. roadmaptozero.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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