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라텍스
기술
비즈니스, 고객 및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

성공 스토리
고객 여러분 덕분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래픽 인쇄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HP는 고객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의 모든 요청에 자신 있게 “YES”로
응대할 수 있게 말이죠.

HP 라텍스 덕분에 Publierre는 최저 비용과 빠른 속도를
고집하면서도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Roberto Bergamaschi,
Publierre

HP 라텍스 프린터는 비즈니스 방식을 혁신했으며...
성공적인 미래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d Williams,
Texton, Inc.

또한,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한 접착력, 향상된 색 영역 및
출력 품질을 제공합니다. HP 라텍스 R2000 프린터는
당사가 고객의 비즈니스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Adam Parnell,
Easy Signs

…당사는 HP 라텍스 기술을 다양한 미디어 출력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색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우리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John Mark Watson,
John Mark Ltd.

활용도 높은 프린터를
소개합니다

고객의 까다롭고 혁신적인 요청에 대응하려면 그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HP 라텍스 기술을 도입하면 다양한
미디어에 출력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하여 당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HP 라텍스 잉크로 다양한 미디어에 출력이 가능하며, 스크래치에 강한 내구성 높은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1 HP의
고효율 경화 시스템 덕분에 인쇄물이 건조 상태로 출력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 및 생산성
HP 라텍스 프린트헤드 및 내장 측색기로 정확한 컬러, 우수한 품질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P 라텍스 옵티마이저
및 광학 미디어 어드밴스 센서(OMAS)는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엔드투엔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설계
수성 잉크와 무취 인쇄3 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더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재활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3

HP 라텍스 잉크의 차별점
HP 라텍스 잉크는 최대 65%의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코 솔벤트 및 UV 잉크와 관련된 유해성을 방지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라텍스 잉크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HAP)4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불연성 및 비가연성입니다.5 오존을
방출하지 않고 문제 소지가 있는 반응성 모노머 화학 반응을 방지합니다.6

HP 라텍스 잉크란?
라텍스 잉크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액체 잉크 매체
(물, 습윤제, 보습제)
안료 입자
라텍스 폴리머 입자

HP 라텍스 기술은 내구성 있는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계 분산 중합을 사용합니다.

적용 단계

건조 단계

경화 단계

액체 잉크 매체가 라텍스 폴리머와

방사열 및 강제 기류는 연속 폴리머

라텍스 입자가 내구성이 있는 레이어를

안료 입자를 인쇄용지 표면으로

층을 남기며 수분 대부분을

형성하여 착색제를 보호하고, 바로

옮깁니다.

증발시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조 상태의 인쇄물을
생산합니다.

파급력 있는
기술과 가능성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P 라텍스 기술은 평판 및 롤 소재까지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고 즉시 건조되어 나오는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어 거의 모든 인쇄 매체에 고품질 출력물을
제공합니다. 이제 HP와 함께 어려움 없이 성공의 기회만 포착하세요.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래픽 솔루션
Curt Ennenga,
Professional Graphics Inc.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스마트 솔루션
HP 라텍스 기술은 모든 작업에서 적합한 용지를 찾는 과정을 전보다 간편하게 해 줍니다. HP의 엔드 투 엔드 솔루션과
더불어 다양한 용지 및 후가공 선택지를 활용한 비즈니스 성장 방안을 알아보세요.

HP 미디어 솔루션
HP 및 ColorPRO 기술
HP는 최적의 이미지 품질, 일관성, 안정성 제공을 위해 HP 라텍스 잉크 및 프린터와 함께 설계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쇄
미디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ColorPRO 기술 로고가 있는 모든 HP 미디어는 컬러 우수성 및 향상된 인쇄 품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뛰어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HP 라텍스 잉크용으로 인증된 용지8
전 세계 800 곳 이상의 인정받는 공급업체를 통해, HP 라텍스 잉크용으로 인증받은 용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어떤 용지로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제작했는지 알아보세요.
Hp.com/go/mediasolutionslocator에서 전체 호환 용지 목록을 살펴보세요.

데코 애플리케이션
창문 블라인드

캔버스

블라인드 및 실내 창문 장식에 컬러,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를 더한 출력

래핑부터 와이드 포맷에 이르기까지
균열 없이 펴고 접을 수 있고
라미네이션이 필요하지 않는 간편함

벽지

홈데코용 패브릭8

커스터마이징 벽지 및 사진 벽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세탁 가능하고 냄새가 없는2 다양한
홈데코 애플리케이션으로 포트폴리오
차별화

인조가죽

바닥재

독특하고 매력적인 활용성을
자랑하는 PU 및 PVC 인조 가죽 데코
출력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매력적이고
특별한 디자인의 PVC 바닥재

HP 파트너 솔루션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리핑 및 컬러 관리

용지 처리

후가공

사이니지 활용 분야
소매

옥외 사이니지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 디스플레이를
평판, 롤 소재 모두에 균일한 컬러로
제공

옥외 환경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물 래핑과 임팩트 있는
배너 제작

백릿

이벤트 및 전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선명한 백릿
광고물 설치

평판, 롤 소재 모두에 일관성 있는
브랜드 컬러를 구현하며 실내용으로
적합

소프트 사이니지

차량 래핑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패브릭 소재로 다양한 사이니지 제작9

설치하기 쉬운 고품질 차량 래핑으로
비즈니스 확장 HP 라텍스 잉크는 출력
즉시 건조되어 바로 후가공 작업이
가능

창문 그래픽

라벨 및 스티커

시간이 지나도 황변현상 없는 높은
불투명도의 흰색으로 비즈니스
차별화9

벽면 전사지, 창문 그래픽 및 차량
스티커용으로 섬세한 디테일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미지 출력

맞춤 의류 제작

포장

티셔츠, 운동복, 토트백, 앞치마 등
우수한 품질의 세탁 가능한 제품 제작
가능

단기용 출력 및 맞춤형 패키지
구부리거나 접어도 크랙 없는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하는 HP 라텍스 잉크

HP 전문 인쇄
10
서비스 플랜
획기적인 효율성 확보 성장 잠재력 극대화

효율성과
성장 촉진
새로운 서비스와 인쇄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즉각적인 만족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인쇄 서비스

서비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추가 기능도 전반적인

제공업체는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HP는 장치, 소프트웨어, 지원을

필요합니다. 효율성은 높이면서 과도한 리소스 투입은 피할

하나로 통합하여 서로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갖추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장비만으로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와
인쇄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자신 있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HP 전문 인쇄
서비스 플랜10
HP 전문 인쇄 서비스 플랜10은 모든 사업 관련
니즈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와 인쇄 솔루션의
조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지식, 지원 및 인쇄
작업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엔드 투 엔드 구독
서비스입니다.

HP 전문 인쇄 서비스 플랜10의 고객 지원 분야:

지원

최적화

필요 시 적절한 수준의 지원으로
프린터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인쇄 워크플로우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더욱 우수한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역량 강화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는 저마다 다른 모습입니다. HP는 시간이 흐르며 진화하고 변화하는 니즈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는 다채로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플랜 개요 및 포함 사항

베이직

항상 최상의 인쇄 조건 유지

원격 지원11
서비스 부품 및 유지보수 키트11

현장 인력 지원11
선제적 지원

(HP Service Center를 통한 지원)

개선
12

원격으로 생산 및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13
(HP Print Beat 사용)

원격으로 프린터 상태 및 작업 모니터링
(HP PrintOS Mobile을 통한 지원)13

원격으로 인쇄 피인쇄체 프로파일 관리
(HP Configuration Center를 통한 지원)13

원격으로 프린터 작업 대기열
제어

새로운 기능

프린터 데이터를 ERP/MIS
시스템으로 전송

새로운 기능

(HP Print Beat Live Production을 통한 지원)14

(HP Print Beat Jobs API를 통한 지원)14

무료 교육 콘텐츠13

(HP Learn을 통한 지원)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14
(HP Learn을 통한 지원)

새로운 기능

플러스

향상된 서비스 및 인쇄 솔루션 경험

방법
1

플랜을 선택하세요
HP는 모든 비즈니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구독 서비스에는 실행
가능한 지식, 지원, 인쇄 작업 최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2

적합한 구독 서비스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HP 영업 담당자와 파트너는 고객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독 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나에게 적합한 유연한
플랜으로 경쟁력을
갖추세요
고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서비스와 솔루션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니즈에 맞게
플랜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com/go/professional-print-service-plans를 참조하세요.

임팩트 있는 인쇄

나에게 어떤 HP 라텍스 프린터가 적합한지 궁금하신가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동일한 HP 라텍스 이미지 품질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직 귀하가 필요한 부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분명 존재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입니다.
클라이언트 피드백도 훌륭했습니다.
Jon Sherman,
Flavor Paper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쇄물
HP 라텍스 프린트 앤 컷

HP 라텍스 115
프린트 앤 컷 플러스 솔루션
HP 라텍스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37m/54인치

최대 롤

25kg

잉크 공급

400ml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12m2(129ft2)

월간 권장 출력양

월 150m2(1.500ft2) 미만

최대 가동2 시간

월 1,400m2(14.000ft2)

HP 라텍스 커팅기
최대 컷팅 주기

135cm/53.1인치,
표준 용지 크기만 해당

최대 가속

최대 3G

최대 컷팅 속도

초당 최대 113cm(44인치) 대각선

정확도

0.2% 이동 또는 0.25mm/0.01인치
둘중더큰쪽

컷포스

5그램 단위, 0~400그램 다운포스

HP 라텍스 프로덕션
프린터(최대
1.63m/64인치)
HP 라텍스 115 프린터

HP 라텍스 315 프린터

HP 라텍스 335 프린터

HP 라텍스 365 프린터

최대 용지 너비

1.37m/54인치

1.37m/54인치

1.63m/64인치

1.63m/64인치

잉크 공급

400ml

775ml

775ml

775ml

최대 롤

25kg

25kg

42kg

42kg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12m2(129ft2)

시간당 12m2(129ft2)

시간당 13m2(140ft2)

시간당 17m2(183ft2)

월간 권장 출력양

월 250m2 미만
월 2,500ft2 미만

월 250m2 미만
월 2,500ft2 미만

월 250m2
월 2,500ft2

월 350m2
월 3,500ft2

최대 가동 시간

월 1,400m2
월 14,000ft2

월 1,400m2
월 14,000ft2

월 1,500m2
월 15,000ft2

월 2,000m2
월 20,000ft2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쇄물

HP 라텍스 315
프린트 앤 컷 솔루션

HP 라텍스 335
프린트 앤 컷 플러스 솔루션

1.37m/54인치

1.63m/64인치

25kg

42kg

775ml

775ml

시간당 12m²(129ft²)

시간당 13m²(140ft²)

월 250m²(2.500ft²) 미만

월 250m²(2.500ft²)

월 1.400m²(14.000ft²)

월 1,500m²(15.000ft²)

135cm/53.1인치

158cm/62.2인치

최대 3G

최대 3G

초당 최대 113cm(44인치) 대각선

초당 최대 113cm(44인치) 대각선

0.2% 이동 또는 0.25mm / 0.01인치 둘 중 더 큰 쪽

0.2% 이동 또는 0.25mm / 0.01인치 둘 중 더 큰 쪽

5그램마다 0~600그램 다운포스

5그램마다 0~600그램 다운포스

HP 라텍스 700 프린터

HP 라텍스 700 W 프린터

HP 라텍스 800 프린터

HP 라텍스 800 W 프린터

1.63m/64인치

1.63m/64인치

1.63m/64인치

1.63m/64인치

1리터

1리터

3리터

3리터

55kg

55kg

55kg

55kg

시간당 21m²(226ft²)

시간당 21m²(226ft²)

시간당 25m²(269ft²)

시간당 25m²(269ft²)

월 340m²
월 3,400ft²

월 400m²
월 4,000ft²

월 850m²
월 8,500ft²

월 900m²
월 9,000ft²

월 2500m²
월 25,000ft²

월 2700m²
월 27,000ft²

월 3200m²
월 32,000ft²

월 3500m²
월 35,000ft²

임팩트 있는 인쇄

HP 라텍스 산업용
프린터(최대
3.2m/126인치)
HP 라텍스 1500

HP 라텍스 2700

최대 용지 너비

3.2m/126인치

3.2m / 126인치

잉크 공급

5리터 컬러

5리터 컬러

최대 롤

단일 롤 최대
160kg
이중 롤(옵션) 최대
2x70kg

단일 롤 최대
300kg15
이중 롤(옵션) 최대
2x200kg

속도 – 실내 품질

시간당 45m²(480ft²)

시간당 69m²(743ft²)

속도 - 실외 품질

시간당 74m²(800ft²)

시간당 121m²(1302ft²)

권장 월간 처리량

월 3,000m²
월 30,000ft²

월 5,000m²
월 50,000ft²

최대 사용률

월 12,000m²
월 120,000ft²

월 35,000m²
월 350,000ft²

HP 라텍스
하이브리드 프린터
HP 라텍스 1000 프린터
최대 평판 용지 크기

1625 x 1220mm/64 x 48인치

최대 용지 두께

5cm/2인치

최대 용지 너비

1.64m(64.4인치) 와이드 보드

잉크 공급

3리터 잉크 카트리지(컬러 및 흰색)

최대 롤

HP 라텍스 R1000 롤 인쇄 액세서리 키트로만 지원

속도 – 실내 프로덕션(6패스, 100%)

시간당 28m²(301ft²) - 시간당 7개 보드

임팩트 있는 인쇄

HP 라텍스 2700 W 프린터

HP 라텍스 3600 프린터

3.2m/126인치

3.2m/126인치

컬러 잉크 5리터,
흰색 잉크 3리터

10리터

단일 롤 최대
300kg15
이중 롤(옵션) 최대
2x200kg

싱글 롤 최대 300kg
듀얼 롤 최대 2x200kg

시간당 69m²(743ft²)

시간당 77m²(830ft²)

시간당 121m²(1302ft²)

시간당 120m²(1290ft²)

월 5,000m²
월 50,000ft²

월 8,000m²
월 80,000ft²

월 35,000m²
월 350,000ft²

월 35,000m²
월 350,000ft²

HP 라텍스 R1000 Plus 프린터

HP 라텍스 R2000 Plus 프린터

1625 x 1220mm/64 x 48인치

2489 x 1220mm/98 x 48인치

5cm/2인치

5cm/2인치

1.64m(164.4인치) 와이드 보드

2.5m(98.4인치) 와이드 보드

3리터 잉크 카트리지(컬러 및 흰색)

5리터 잉크 카트리지 컬러, 3리터 흰색

싱글 롤 최대 68kg

싱글 롤 최대 100kg

시간당 28m²(301ft²) - 시간당 7개 보드

시간당 43m²(463ft²) - 시간당 14개 보드

환경 영향

단순한 작업 지원을 넘어 더욱 건강한 작업 공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P 라텍스 기술은
65%의 물로 구성된 수성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는 보다 환경 친화적 혁신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역량을 키워줍니다.

라텍스는 놀라운 환경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Jon Sherman,
Flavor Paper

환경 영향
HP 라텍스 잉크16는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가치를 제시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련 인증을 받은17 HP 라텍스 잉크는 가정집, 식당, 소매점 또는 심지어 병원 같은 곳의 실내 사이니지 및 장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냄새 없는 인쇄물2 제작이 가능합니다.

위험 경고 라벨
없음

불연성5

무취 인쇄2

니켈 미함유17

위험한 대기
오염원 없음4

비가연성5

환경 인증17

HP 라텍스 프린터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환경 인증서를 인쇄하고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18

HP EcoSolution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프로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모품3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HP 라텍스 잉크는 문제가 되는 환경 인증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20

UL ECOLOGO®17

전체 실내 장식에 제한 없음17

HP Planet Partners3

책임 있는 삼림 관리 인증 마크21

장난감 안전 등급22

레벨 1 - 유해 화학물질 무방출23

* Information sur le niveau d’émission de substances
volatiles dans l’air intérieur, présentant un risque de
toxicité par inhalation, sur une échelle de classe allant de
A+ (très faibles émissions) à C (fortes émissions).

무한한 성장 가능성
HP 기술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ero Valge
Artproof

비즈니스 소유자라면 업무뿐 아니라 목표와 관련해서도 많은 개인적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HP 라텍스 기술은 귀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HP는 귀사와 동일하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HP 라텍스 오버코트는 라미네이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가가 맞지 않는 저가 인쇄물의
긁힘 방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긁힘 방지 기능은 2022년 12월, ISO1518-2:2011에 의거한 HP 내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긁힘 방지 기능.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HP Media Performance
Lab에서 평가합니다. SAE J2527에 따라 HP 용지를 포함한 다양한 용지를 사용하여 옥외 전시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직사광선 및 수분에 대한 노출 등 고온 및 저온의
통상적인 옥외 전시 조건에서 수직 방향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성능은 환경적 조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P 클리어 글로스 캐스트 오버라미네이트를 사용한 라미네이트 전시 성능.
결과는 특정 용지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디어에 따라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용지는 최종 출력물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재활용에 적합한 인쇄 소모품은 프린터 및 소모품에 따라 다릅니다. HP Eco-Carton 잉크
카트리지의 외장재 박스는 현지 카드보드/종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잉크통과 프린트 헤드를 포함한 내부 재료는 플라스틱 부품을 재처리하는
HP Planet Partners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을 무료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가
없습니다. 잉크 백 및 프린트 헤드 회수를 위한 HP Planet Partners 프로그램 사용 가능 여부 및
참여 방법은 http://www.hp.com/recycle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기타
소모품의 경우, 현지 폐기물 관리 당국에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해 문의하세요.

4

HP 라텍스 잉크는 미국 환경보호국 시험법 311에 따라 청정 공기법에 규정된 유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 테스트를 거쳤고(2013년에 실시) 어떤 오염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5

수성 기반의 HP 라텍스 잉크는 USDOT 또는 국제 운송 규정 하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Pensky-Martens Closed Cup 방법으로 진행한 테스트는 발화점이 110°C
이상임을 입증합니다.

6

http://www.roadmaptozero.com을 참조하세요. HP 라텍스 잉크로 인쇄하면 UV 인쇄와 관련된
반응성 모노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화되지 않은 UV 잉크 및 UV 젤 잉크에 존재하는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는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7

HP의 “용지 인증 프로그램”(“프로그램”)은 용지 제조업체, 공급자 및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HP의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에서 프린터 및 잉크와 용지 호환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용지는
독립 타사 제조업체에서 공급됩니다. 프로그램 및 “인증” 용지에서 포함은 모든 용지 또는
제조업체에 대한 HP의 보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HP는 모든 용지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지 가용성, 용지 품질, 용지 성능 또는 제조업체 변경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모든 종류의 용지에 대한 어떤 진술 또는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는 프로그램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HP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보증 사항은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HP는 여기에 포함된 기술적, 편집상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무료로 “현재 상태 그대로” HP에서 제공됩니다. HP는 이 정보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HP는 이 정보의 제공이나 사용과 연관된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법률 이론에 기반하여 직접, 간접, 특수,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용지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p.com/go/mediasolutionslocator를
참조하거나 용지 공급사에 호환성 관련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긁힘 방지 패브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성 직물에는 잉크 컬렉터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과 해당 성능은 프린터에 따라 다르며,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com/go/latex에서 개별 제품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세요.

9

HP 라텍스 R2000 Plus 프린터에 해당합니다. 라미네이팅 되지 않은 다양한 경성 및 연성
피인쇄체에 1dpp HP 라텍스 오버코트를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시간이 지나도 황변형상 없는
높은 불투명도 확인(2017년 10월 HP 내부 WeatherOmeter 테스트 결과 기준). 황변 기준은 흰색
언더플러드 샘플의 L* 및 B* 입니다. 화이트 잉크 사용은 옵션이며, HP White Ink Option Kit를
구입해야 합니다.

10

HP 전문 인쇄 서비스 플랜은 HP 라텍스 700 및 800 프린터 시리즈, HP 라텍스 R 프린터 시리즈,
HP 라텍스 1500 프린터, HP 라텍스 2700 프린터 시리즈, HP 라텍스 3000 프린터 시리즈에서
실행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프린터, 서비스 계약 및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com/go/professional-print-service-plan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11.

이러한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은 현지 HP 영업 담당자 또는 HP 파트너에게 문의하세요.

12.

사용 중인 HP 라텍스 프린터가 공장 보증 활성 상태이거나 HP 전문 인쇄 서비스 플랜의 적용을
받으며 HP PrintOS 등록이 되어 있다면 HP Service Center의 사전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HP PrintOS 계정, 인터넷 연결 및 연결된 인터넷 지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intos.com을 참조하세요.

13.

HP Learn의 무료 교육 콘텐츠, HP Print Beat의 생산 및 분석 원격 모니터링, HP PrintOS
Mobile, HP Configuration Center는 HP PrintOS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HP 프린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PrintOS 계정, 인터넷 연결 및 연결된 인터넷 지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intos.com을 참조하세요.

14.

HP Learn Premium 콘텐츠, PrintBeat Live Production, PrintBeat Jobs API는 플러스
플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PrintOS 계정, 인터넷 연결 및 연결된 인터넷 지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intos.com을 참조하세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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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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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HP 라텍스 잉크는 HP 라텍스 700, 800, 2700 프린터 시리즈 및 HP 라텍스 R1000, R1000
Plus 및 R2000 Plus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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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COLOGO®® 인증은 4세대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UL 2801에 대한 UL ECOLOGO®
인증은 잉크가 인체 건강 및 환경 고려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 및 수명 주기 기반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ul.com/EL 참조). UL GREENGUARD GOLD 인증은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UL 2818에 대한 UL GREENGUARD GOLD 인증은 제품 사용 중 실내 화학물질을
배출이 적은 UL GREENGUARD 표준 인증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l.com/gg 또는
greenguard.org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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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격 인증은 사용 지침에 따라 HP에서 구입한 HP 라텍스 인쇄 자산의 환경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PSP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이 HP에 부여되었습니다. 인쇄소/인쇄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증 기관에서 직접 인증 및 에코 라벨을 받아야 합니다. HP는 인쇄소/PSP에 대한
인증 또는 에코 라벨을 암시하거나 부여하지 않으며, 개별 고객의 그러한 인증 관련 절차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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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라지 포맷 용지 회수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 가능
HP 용지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재활용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LFMedia.com/hp/ecosolution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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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증이 모든 세대의 HP 라텍스 잉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p.com/go/latex에서 개별 제품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세요.

21

HP 라지 포맷 인쇄 재료를 선택할 때 해당합니다. BMG 상표 라이선스 코드 FSC®-C115319는
us.fsc.org에서 확인하세요. HP 상표 라이선스 코드 FSC®-C017543는 us.fsc.org에서
확인하세요. FSC® 인증 제품은 일부 지역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HP 라지 포맷 인쇄 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LFMedia.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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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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HP 라텍스 잉크에 해당합니다. ZDHC Roadmap to Zero 레벨 1은 잉크가 ZDHC의 생산 제한
물질 목록(ZDHC MRSL) 버전 1.1 표준을 준수하거나 충족함을 보여줍니다. ZDHC는 유해
화학물질을 없애고 가죽, 직물, 합성섬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Roadmap to Zero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화학 물질 관리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수의 브랜드, 가치사슬 계열사, 제휴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조직입니다. roadmaptozero.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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