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HP 라텍스 800 프린터
높은 생산성, 고부가 가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지속 가능성

고부가 가치 사업 확장
고속으로 생생한 컬러를 제공합니다.강렬하
고 선명한 퓨어 블랙 표현이 가능합니다.
10피코리터 잉크 드롭을 갖춘 HP 라텍스 프
린트헤드를 사용하여 믿을 수 있고 선명한 4
포인트 텍스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너/직물/포스터 용지, 캔버스, 벽지 및비닐
까지 다양한 미디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견고하고 스마트하며 생산적인 인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실외모드 시간당 최대 36m²로 채도 높은 색
상의 우수한 생산성과 1 스핀들없이 간편하
게 미디어 로딩이 가능합니다.
HP PrintOS 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쇄
작업을 제어하고 HP Learn 을 통해 트레이닝
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전면 패널을 사용하여 빠른 처리 재
인쇄 및 다중 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최대 100
개의 작업을 저장합니다.
3리터 HP 잉크 카트리지로 비용 효율적인 생
산이 가능합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이 없고 2, 위험 경고
라벨이 필요하지 않으며 무취 인쇄를 할 수
있는 3 혁신적인 수성 HP 라텍스 잉크를 만나
보세요.
HP Eco-Carton 외장 박스 재활용이 가능합니
다. 4
다양한 종류의 호환되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
하세요. 5
HP 라텍스 인쇄는 재활용 및 반환이 가능하
거나 유해성이 없어 그대로 폐기해도 안전합
니다. 6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p.com/go/latex800series
HP Latex knowlegecenter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lkc.hp.com/
이 프린터는 신규 또는 재사용된 HP 칩이 있는 카트리지로만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HP가 아닌 칩을 사용하는 카트리지를 차단하는 동적 보안 조치를 이용합니다. 정기적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고 이전에 작동했던 카트리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된 HP 칩으로 재활용, 재생, 리필된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 http://www.hp.com/learn/ds
1 실외 모드(배너) 4패스, 100%. Avery 3001의 2020년 9월 내부 HP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지 품질 결함을 방지하는 적응형 인쇄 메커니즘으로 인해 인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HP Latex 잉크는 미국 환경 보호법 311에 따라 Clean Air Act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험한 공기 오염 물질(HAPs)에 대해 테스트(2013년에 실행된 테스트)한 결과 아무런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매우 상이한 냄새 프로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용지 세트입니다. 일부 용지는 최종 인쇄의 냄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4 잉크 카트리지 외장 박스는 지역별로 카드보드/종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5 http://www.hp.com/go/mediasolutionslocator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 대부분의 HP 대형 용지 기반 인쇄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또는 지역별 관례에 따라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HP 용지는 편리한 무료 HP 대형 용지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PLFMedia.com/hp/ecosolutions를 참조하십시오. HP 대형 인쇄 재료는 정품 HP 라텍스 잉크 사용 여부와 관
계없이 유해성이 없어 그대로 폐기해도 안전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침은 지역 폐기물 관리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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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주문 정보

인쇄
인쇄 모드

제품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시간당

122m² - 최대 속도(1패스)
36m² - 고속(4패스)
25m² - 고속 생산(6패스)
20m² - 생산 품질, 직물 및 백릿(8패스)
17m² - 고채도(12패스)
14m² - 고채도 백릿 및 직물(14패스)1

인쇄 해상도

최대 1200 x 1200dpi

잉크 종류

수성 HP 라텍스 잉크

잉크 카트리지

8개(블랙, 시안, 라이트 시안, 라이트 마젠타, 마젠타, 옐로우, HP 라텍스 옵티마이저, HP 라텍스
오버코트)

카트리지 용량

3L

프린트헤드

8개(시안/블랙 2개, 마젠타/옐로우 2개, 라이트 시안/라이트 마젠타 2개, HP 라텍스 옵티마이저 1
개, HP 라텍스 오버코트 1개)

장기 프린트 투 프린트 색상의 95% ≤ 1.5 dE2000 2
반복성

용지
처리

롤 급지 장치, 테이크업 릴, 와이퍼 롤러 3 , 용지 세이버, 자동 수평 커터(비닐, 배너 및 캔버스 4 , 종
이 기반 용지 및 필름)

용지 유형

배너, 자가 접착 비닐, 필름, 직물, 종이, 벽지, 캔버스, 합성 직물, 메시, 직물 5

롤 무게

55kg

롤 직경

250mm

두께

최대 0.5mm

애플리케이션

배너; 디스플레이; 전시 및 이벤트 그래픽; 외부 사이니지; 실내 포스터; 실내 장식; 라이트 박스 필름; 라이트 박스 - 종이; 벽화; POP/POS; 포스터; 직물; 차량 그래픽; 창문 그래픽; 스티커

연결성
인터페이스

Y0U21B

HP 라텍스 800 프린터

액세서리
21V10A
421S3A
7F3Y3A
7HR16A
7HR18A
7HR19A
T7U73A

HP
HP
HP
HP
HP
HP
HP

라텍스
라텍스
라텍스
라텍스
라텍스
라텍스
라텍스

700/800 사용자 유지보수 키트
미디어 피드 액세서리
700/800 출력 플래튼 프로텍터 액세서리
700/800 텍스타일 키트 액세서리
700/800 잉크 콜렉터 폼 키트
700/800 미디어 로딩 액세서리
500 와이퍼 롤러

HP
HP
HP
HP
HP
HP
HP
HP
HP
HP
HP
HP
HP
HP

836 옵티마이저 라텍스 프린트헤드
836 라텍스 유지보수 카트리지
873Y 3리터 블랙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Y 3리터 시안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Y 3리터 마젠타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Y 3리터 옐로우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 3리터 라이트 시안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 3리터 라이트 마젠타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 3리터 옵티마이저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73 3리터 오버코트 라텍스 잉크 카트리지
836 블랙/시안 라텍스 프린트헤드
836 마젠타/옐로우 라텍스 프린트헤드
836 라이트 시안/라이트 마젠타 라텍스 프린트헤드
836 오버코트 라텍스 프린트헤드

HP 정품 소모품
4UU94A
4UU96A
4UV38A
4UV39A
4UV40A
4UV41A
4UV88A
4UV89A
4UV90A
4UV91A
4UV95A
4UV96A
4UV97A
4UV98A

정품 HP 대형 포맷 인쇄 소재
HP
HP
HP
HP
HP

PVC 미함유 벽지(UL GREENGUARD GOLD 인증 6 , FSC® 인증 7 , AgBB 기준 준수 8 )
실사 포스터 용지
프리미엄 새틴 캔버스
프라임 무광택 Air GP(REACH 준수 9 )
프리미엄 제거 가능 광택 접착제 비닐(REACH 준수 9 )

HP 대형 포맷 인쇄 소재의 전체 목록은 HPLFMedia.com을 참고하십시오.
기가비트 이더넷(1000Base-T)

크기(가로x세로x높이)
프린터

2583 x 866 x 1402mm

배송

2753 x 1100 x 1666mm

작동 영역

2793 x 2100mm

무게
프린터

292kg

배송

436 kg

구성품

HP 라텍스 800 프린터, 프린트헤드, 유지보수 카트리지, 프린터 스탠드, 테이크업 릴, 용지 급지
액세서리, 사용자 유지보수 키트, 엣지 홀더, 빠른 참조 안내서,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전원 코드,
에어 퍼저, 2인치 스핀들 어댑터

환경 범위
작동 온도

15 ~ 30ºC

작동 습도

20~80% RH(비응결)

음향
음향 압력

60dB(A)(작동), 38dB(A)(대기), <20dB(A)(절전)

음향 파워

7.8B(A)(작동), 5.5B(A)(대기), <3.5B(A)(절전)

전원
소비

1.8~2.8kW(5kW 피크) (인쇄), 105W(대기)

요구 사항

입력 전압(자동 범위) 200~240V(±10%) 2선 및 PE; 50/60Hz(±3Hz); 전원 코드 2개; 전원 코드당
16A(최대)

서비스 및 지원
U13DBE HP 2년 익일 영업일(손상 미디어 보유 포함)
U13DGE HP 3년 익일 영업일(손상 미디어 보유 포함)
U13DLPE HP 1년 사후 보증 익일 영업일(손상 미디어 보유 포함)
U13DRPE HP 2년 사후 보증 익일 영업일(손상 미디어 보유 포함)

ECO 하이라이트
잉크는 반응성 모노머 화학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존이 없고 ZDHC 표준을 충족합니다. 1
무취 인쇄, UL ECOLOGO®/UL GREENGUARD Gold 인증 잉크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공시
킬 수 있습니다. 2
대용량 3리터 HP Eco-Carton 잉크 카트리지 — 상자 기반 디자인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
여 줍니다.
인쇄 하드웨어와 정품 인쇄 소모품 및 인쇄물을 재활용하십시오. 당사 웹사이트에서 방법을 알아보
십시오. http://www.hp.com/ecosolutions
1
2

이미지 품질 결함을 방지하는 적응형 인쇄 메커니즘으로 인해 인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력된 작업물 간 색상 차이는 스티커 용지에 12 패스 모드로 측정됩니다. CIE 표준 광원 D50 하에
서 943색 대상에 대한 반사 측정 및 CIE Draft Standard DS 014-6/E:2012에 따른 표준 CIEDE2000에
따름. 색상의 5%는 1.5 dE200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송 모드에서 측정된 백릿 재질
은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와이퍼 롤러는 선택 부속품입니다.
4 자동 수평 커터는 희석제 배너 및 캔버스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직물 및 다공성 직물의 장기 운용을 위해서는 직물 키트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7 등록 상표 라이센스 코드 FSC-C115319.
9 이 제품에는 2014년 6월 16일에 발행된 EU REACH 지침의 부록 14에 SVHC(155)로 등재된 물질 중,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HP 제품의 SVHC 상태를 확인하려면 HP 인
쇄 제품 및 소모품에 게시된 HP REACH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인증
안전

IEC 60950-1+A1+A2 준수; IEC 62368-1 준수; 미국 및 캐나다(CSA 목록에 포함); EU(LVD, EN
60950-1 및 EN 62368-1 준수); 러시아,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EAC); 중국(CCC)

전자기

다음을 포함한 클래스 A 요구사항 준수: 미국(FCC 규정), 캐나다(ICES), EU(EMC 지침), 호주 및 뉴질
랜드(RCM), 일본(VCCI), 한국(KCC), 중국(CCC)

환경

ENERGY STAR®; RoHS(WEEE, EU, EAEU, 중국, 한국, 인도, 우크라이나, 터키); REACH; EPEAT
Silver; OSHA; CE 마크 준수; AgBB 기준 준수; 프랑스 VOC A+; Greenguard Gold; UL Ecologo; ZDHC
- 레벨 1

보증

하드웨어 제한 보증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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