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스마트트래커 소프트웨어
효율적인 인쇄 비용 관리로 경쟁력 확보

제어

일관성

효율성

• 인쇄비와 정산 수수료를 동시에 추적 및 비교

• 수동 데이터 입력을 방지하고 HP
스마트스트림/HP Click/driver/front panel/
복합기1에서 데이터를 간편하게 병합

• 시간 절약—회사 로고를 포함한 송장 양식
보고서 생성

강력한 데이터 추적 및 보고

• 읽기 쉬운 보고서 생성/계획—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선호에 맞게 맞춤 설정
• 다수의 HP 페이지와이드 XL1 및 디자인젯
프린터2에 대한 통합적인 추적 및 보고
• 전체 세부 정보 가져오기—페이지별로 원본
데이터에 액세스 가능
• 세금 포함 - 모든 보고서에 세금 추가 가능

모든 작업을 올바른 곳에 할당

• 인쇄 사용자, 프로젝트 및 부서별로 작업을
할당하거나 워크플로우에 맞게 카테고리
편집
• 오류 방지를 도와주는 비밀번호 보호
카테고리 옵션으로 안전하게 인쇄 작업
할당
• 올바른 인쇄 작업 할당 지원—청구 가능/
청구 불가능 작업으로 제출 및 자세한
정보가 담긴 코멘트 추가 가능

손쉬운 사용성과 통합성

• 수동 오류 방지—활성 디렉터리 통합 및
중앙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 및
프로젝트 업데이트
• 시간 확보—.csv 파일로 손쉽게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통해 현재 계정
소프트웨어와 통합
• 팀원 시간 활용도 향상—마지막에 사용한
자격 증명으로 자동 채우기 기능을 통해
인쇄 간소화 지원

평가판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p.com/go/smarttrackerpagewidexl
hp.com/go/smarttracker/software
HP 스마트트래커 소프트웨어는 오직 정품 HP 잉크 소모품과 호환됩니다.
1
2

모든 HP 페이지와이드 XL 프린터 및 복합기 전체 데이터가 통합됩니다.
HP 디자인젯 XL 3600 복합기 시리즈, HP 디자인젯 T2600 복합기 시리즈, HP 디자인젯 T1600 및 T1700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Z6 및 Z9+ 프린터 시리즈에 적용 가능.

데이터시트 | HP 스마트트래커 소프트웨어

인쇄 비용을 경쟁력으로
HP 스마트트래커로 비즈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수의 HP 페이지와이드 XL1 및 디자인젯 프린터2의 인쇄
데이터를 추적하여 인쇄 비용이나 정산을 지원하는
통합 보고서를 간편하게 생성

워크플로우에 통합된 데이터 추적 및 보고

인쇄 시작 위치:
프린터/복합기

HP 페이지와이드
XL 및 디자인젯
프린터

모든 작업을 올바른 곳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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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Click 인쇄 소프트웨어

주문 정보

기술 사양
지원되는 소스

HP 스마트스트림, HP Click, 드라이버, 전면 패널(USB, 복사, 재인쇄, 스캔)

지원 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태국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멕시코 스페인어,
캐나다 프랑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아랍어, 터키어, 영어

지원 미터법

영국식, 미터법

제공

라이선싱 시스템

보증

90일 보증

최소 요구 사항
서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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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8SW14AAE HP 스마트트래커, HP 페이지와이드 XL 8x00 프린터용
8SW14AAE HP 스마트트래커, HP 페이지와이드 XL 5x00 프린터 시리즈용
8SW13AAE HP 스마트트래커, HP 페이지와이드 XL 4x00 프린터 시리즈용
8SW12AAE HP 스마트트래커, HP XL 3xx0 시리즈용
8SW11AAE HP 스마트트래커, HP 디자인젯 프린터 시리즈용
8SW14A

HP 스마트트래커 USB, HP 페이지와이드 XL 8x00 시리즈용

8SW14A

HP 스마트트래커 USB, HP 페이지와이드 XL 5x00 시리즈용

8SW13A

HP 스마트트래커 USB, HP 페이지와이드 XL 4x00 시리즈용

8SW12A

HP 스마트트래커 USB, HP XL 3xx0 시리즈용

8SW11A

HP 스마트트래커 USB, HP 디자인젯 프린터 시리즈용

Intel Core i3 2GHz 이상(i5 권장)
4GB 이상의 RAM(8GB 권장)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2GB, 프린터를 추가할 때마다 프린터당 추가 2GB
이더넷, IPv4, 100Mb/s
Microsoft Windows 7(64비트) 또는 Windows Server 2008 R2 및 Windows 10
가상 서버가 지원됨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

Intel 호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4GB
이더넷, IPv4, 100Mb/s
Microsoft Windows 7(32비트 또는 64비트) 또는 Windows Server 2008 R2 및
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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