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및 인코딩 솔루션

HID FARGO® HDP® (High Definition Printing™)
전사 프린터/인코더

FARGO® HDP8500
산업용 카드 프린터

FARGO® HDP5000
양면 인쇄 및
라이네이션 기능 추가 가능

FARGO® HDP8500LE

레이저 음각 및 라미네이션 기능을 갖춘 HDP8500

FARGO® HDP5600

FARGO® HDPii PLUS

양면 인쇄, 라미네이션, 듀얼 카드 입력 호퍼 추가
가능

라미네이션 기능을 갖춘 재무용 프린터

최고 품질.
혁신적인 기술. 검증된 기능.
HID® FARGO® High Definition Printing 솔루션
선명하고 또렷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사합니다.

양면 프린터/인코더

라미네이션과 듀얼 카드 입력 호퍼 옵션

수요에 따라 증설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HID FARGO HDP 프린터 는 카드 활용도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양면 인쇄, 인코딩, 라미네이션 모듈을 추가해
생산량을 바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시스템 용량 확대 시,
옵션인 듀얼 카드 입력 호퍼를 추가하면 여러
유형의 카드를 더 많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대용량 작업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스텝 인라인 인쇄/인코딩
작업 시에는 HID Global에서 나온, 현장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인코더 옵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HID FARGO HDP
프린터는 HID 에코시스템 내 타 제품과 쉽게
통합되므로 기존 Genuine HID 기술 제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색은 생생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는 또렷합니다.
품질은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FARGO® HDP(High
Definition Printing) 카드 프린터/인코더에서
인쇄된 ID 카드는 보안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사 브랜드 가치를 반영합니다. HID FARGO HDP
카드 프린터는 또 Workbench™ 진단 유틸리티와
Color Assist™를 내장해 회사 로고와 서비스 마크의
별색 매칭을 지원합니다.
HID FARCO HDP 재전사 프린터는 또 ID 카드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의료시설, 일반 기업,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 대학교 모두 다기능 스마트 카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코딩 옵션에 따라 용도에
맞게 높은 보안성을 지닌 접촉식/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제작하도록 FARGO HDP 프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igh Definition Printing 기술을 사용하면 인쇄
품질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카드가 아니라 고선명
필름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정밀하게 인쇄되므로
표면이 고르지 않아도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HDP 프린터는 스마트 칩 접촉부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사실상 카드 가장자리
너머까지 인쇄할 수 있어 이미지가 항상 선명합니다.

우수한 카드 보안과 내구성.
고선명 인쇄 솔루션이 만들어내는 카드는 다른
유형의 카드보다 더 높은 보안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위변조 차단 효과도 커, 층을 벗겨내면
이미지 자체가 못쓰게 됩니다. 또한 카드 이미지를
튼튼한 HDP 필름층이 감싸고 있어 마모에도
강합니다.

HDP 프린터는 ID 카드 전면에 홀로그래픽
오버라미네이트나 홀로그래픽 HDP 필름을 추가해
내구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양면에 오버라미네이트를 적용하면 보호 성능이
두 배가 되는데, FARGO HDP 프린터는 1회 인쇄로
카드 양면에 동시에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투자.
HID Global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만족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 이미 FARGO HDP
프린터 시스템이 수만 대 설치돼 있어 신뢰도와
호환성, 보안 측면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인쇄/
인코딩 솔루션입니다. HID Global의 FARGO
솔루션은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설계
및 조립되며 글로벌 제품 보증과 상시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고급 기술 지원이라는 혜택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고객을 향한 HID의 약속이며, 이에 따라
고객 여러분에게 항상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HDP5600
양면 인쇄 기능
추가 가능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정밀
한 인쇄.
품질이 경제성을 만나다
HDP5600과 HDP5000은 현재 시중에서 가장 경
제적인 가격의 재전사 프린터로, HDP5600은 가
장 저렴한 600 dpi 솔루션을 제공해 여러 기관에서
카드 프린터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HDP5600과 HDP5000 프린터에서 모두 하프 패
널 리본을 사용할 수 있어 이미지당 비용을 30%까
지 줄일 수 있습니다.

HDP5000
 카드 인쇄의 신기원. 전천후 5세대 재전사 기술
이 탑재된 제품은 HID FARGO HDP 카드 프린터
뿐입니다. FARGO HDP 프린터는 선명함과 생생함
이 생명인 ID 카드부터 다기능 고보안 분야까지 최
고의 이미지 품질과 프린터 안정성을 저렴한 가격
에 제공합니다.

FARGO HDP5600과 HDP5000 프린터가 있으면
폭넓은 옵션을 이용해 카드 당 비용을 최저로 유지
하고 총소유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검증된 5세대 HDP 기술과 안정성. HID Global
은 1999년 고선명 인쇄(HDP)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후 이제는 기술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습
니다.. 재전사 인쇄 기술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식에
는 고객 중심의 혁신과 HDP 솔루션의 진화를 향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HID Global의 5세대 HDP
카드 인쇄 솔루션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무기로 고객
이 믿을 수 있는 인쇄 품질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 발
전을 선사합니다. 5세대 안정성은 확실한 고객 만족
과 프린터 다운타임 감소를 보장합니다. 또한 프린
트헤드가 카드 표면이나 잔류물과 접촉하지 않기 때
문에 인쇄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실
제로 프린트헤드는 종신 보증 대상입니다.
 출입 카드의 인쇄와 인코딩을 한 번에. FARGO
HDP 프린터에 내장된 HID Global 인코더를 이용하
면 같은 기기에서 같은 발급 과정을 통해 인쇄와 인
코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고유한
회사/직원 정보를 입력해 세계 어디서나 여러 형태
의 출입관리 시스템에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주문, 재고관리, 발급 절차가 단 한 차
례 과정으로 간소화되면서도 조직의 통제력과 유연
성, 보안은 극대화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쇄
현대 소비자는 편의와 유연성을 중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HDP 이더넷 기반 프린터용 Wi-Fi®
액세서리 옵션을 추가하면 언제 어디서나
ID와 카드를 원격으로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호 능력 극대화
카드 잠금 호퍼 옵션을 추가하면 공카드
재고와 인쇄/인코딩된 카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카드의 간편 발급으로
높은 고객 만족 실현.
금융 카드의 진화

FARGO® HDPii Plus

라미네이션 기능추가 가능

 금융 카드 전문가. FARGO HDPii Plus
프린터/인코더는 금융 카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급하는 용도로 설계됐습니다. HDPii Plus는 금융
카드를 양면으로 인쇄하며 기본 탑재된 마그네틱
띠 인코더로 카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옵션으로
접촉식,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인코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안전한 글로벌 Europay
MasterCard® Visa®(EMV) 표준을 지원하므로
인쇄된 카드는 전 세계 결제 시스템과 호환되며
위변조 위험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HDPii Plus
은 특수 기능을 탑재해 금융 카드 협회의 보안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원천. FARGO HDPii Plus는
앞면에 양각 글자가 없고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스마트칩이 내장된 차세대 금융 카드를 제작하기에
좋습니다. 간편 발급으로 카드 디자인과 맞춤형
제작에 다양한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HDPii Plus는 맞춤형 카드를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어 신규 고객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에도 유용합니다.

 어디서나 간편하고 안전한 카드 제작. HDPii
Plus 금융 카드 프린터/인코더는 사용 편의와
안정성에 힘입어 여러 기관에서 수천 곳의 지사에
즉시 카드를 발급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HDPii Plus 사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카드와
리본, HDP 필름 모두 카트리지 방식으로 간단히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HDPii Plus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간단한 화면 프롬프트와 프린터 자체의 LCD
제어판 덕분에 작동이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FARGO High Definition Printing™(HDP®)
기술이 스마트 카드에 차원이 다른 이미지
품질을 선사합니다. HDP 필름은 내장된
전자장치 때문에 생기는 표면 돌기에도 잘
맞습니다.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ID 연속 제작 가능.
대용량 성능
HID Global은 FARGO® HDP8500 산업용 카드 프
린터/인코더를 앞세워 업계 최고의 안정성과 처리용
량을 자랑하는 ID 카드 프린터를 공급합니다. HID의
High Definition Printing™(HDP®) 기술이 내장된
FARGO HDP8500은 가동 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초고속 자격증명 개인화와 발급에 최적화된 산업용
ID 프린터입니다. 특히 발급 빈도가 높은 정부 ID 카
드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많이 요하는 서비스 기관,
까다로운 대학교/대기업 환경에 적합합니다.
 우수한 내구성. FARGO HDP8500은 수명이
긴 소모품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돼 정부 ID 프로
그램용 ID 카드처럼 수명이 긴 ID 카드에 이상적인
프린터입니다. 카드에 투명한 홀로그래픽 오버라미
네이트를 추가해 카드 내구성을 높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시스템 안정성. 일
반적으로 기상 조건을 통제할 수 없거나, 열기, 먼지,
잔해가 많은 곳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며, 사람의 생
산성은 물론 인쇄 품질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
다. 그러나 FARGO HDP8500은 가혹한 작동 환경
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류 및 여과 시스템
과 캐노피 먼지 차단장치, 내부 온도 센서를 갖춰 아
무리 가혹한 조건에서도 이상적인 인쇄 상태를 유지
합니다.

 높은 보안과 처리량을 약속하는 첨단 시스템 성
능. FARGO HDP8500은 모든 출입 지점에 잠금
장치가 있어 인쇄 전후에 리본과 필름 소모품, 카드
를 보호합니다. 보안 PIN 접속으로 프린터가 전자적
으로 잠기며 첨단 데이터 암호화(AES-256) 기능으
로 인쇄 작업의 보안이 확보됩니다. 또한 HDP8500
의 레진 삭제기능이 리본 패널에 남아 있는 개인 정
보를 지워 데이터 오염이나 위변조의 위험을 추가로
차단합니다. 홀로그래픽 또는 형광(UV) 오버라미네
이트를 카드에 추가하면 경제적이고 다양하게 공개
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며 포렌식 카드 보안이 강화
됩니다. 별도 판매하는 HDP8500LE(레이저 음각)
는 HDP8500과 원활하게 결합해 첨단 카드에 데이
터를 영구히 변경하지 못하게 새겨 넣음으로써 개
인과 조직의 보안을 지킵니다. HID Global이 만든
FARGO HDP8500은 대규모 인쇄 작업에 적합하
며, 멀티프로세싱 기능으로 카드 제작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드 하나를 인코딩하는 동안
두 번째 카드를 인쇄하고, 세 번째 카드를 라미네이
팅하는 방식입니다.

HDP8500
산업용 카드 프린터

우수한 보안 성능
FARGO® HDP8500은 입력/거부 호퍼의
잠금장치, 내부 수거함 내 잘못 인쇄/인코딩된
카드의 보호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 ID 발급
기관의 보안 요건을 준수합니다.
HDP8500은 발급 지점에 인쇄작업 보안
관리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ES-256 데이터 암호화, 사용 후 리본의
정보를 판독 불가 상태로 만드는 데이터 삭제
기능, 프린터와 대규모 고유 ID 프로젝트에
사용된 소모품 간 보안 링크 등입니다.

최고 성능
HDP8500은 장기간 중단 없는 고수율 일괄
인쇄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소모품과
카드 입력 호퍼로 가동정지 시간이 짧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인쇄 환경과 내부 카드
플래트너에서 고품질의 카드가 일관되게
출력됩니다.

전문 서비스 지원
보장 솔루션
믿을 수 있는 보안 발급 솔루션
HID Global은 높은 호환성의 다양한 Genuine HID
솔루션부터 솔루션 구현과 유지보수, 교육에 필요
한 전문 서비스까지 고객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HDP 프린터가 수만 대 사용되고 있어
HID Global의 FARGO® 솔루션은 Asure ID® 카드
개인화 소프트웨어, EasyLobby® 방문자 관리 보안
솔루션, iCLASS SE 내장 인코더 등 HID 보안 신원
에코시스템에 속한 다른 여러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
됩니다. 그 결과 회사마다 고유하게 맞춤 디자인된
스마트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HID Professional Services™는 HID
Advantage Partner™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Genuine HID® 제품 및 솔루션과 함께 판매
되고 인도됩니다. 목표는 완전 무결한 솔루션
을 제공하여 100% 운용성을 확보하고 모범사
례에 따라 적기에 예산에 맞춰 배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Genuine HID 보장이 지원되므로 직원과 방문
자, 시설, 데이터의 보안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
다.
보안 발급 솔루션을 위한 HID Professional Services™은 프로젝트 계획과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이 컨설팅 방식은 기술 난제와 위험을
초기에 찾아내 최선의 통합 경로를 발견하고 옵션을
제시하며 성공을 향한 최적의 솔루션을 배포합니다.
HID Professional Services는 경제적인 가격의 고
부가가치 배포 지원 서비스로 설치부터 심화 운영자
교육까지 고객 만족을 보장합니다.

HID Professional Services 패키지를 한 가지
선택하면, 전담 HID Professional Services
팀원으로부터 맞춤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이
팀원은 고객을 도와 최선의 구현을 실현하고
고객 지원 팀이 발급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안발급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교육도
실시합니다.
배포 유형과 규모, 복잡도에 따라 Genuine HID
Investment Protection Service 패키지에서 고객에
게 예정된 유지보수 업데이트와 기능 업데이트를 제
공해 보유 프린터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투자
자산을 오랫동안 보호합니다.

특징

제품 비교

HDP5000

HDP5600

HDPii Plus

HDP8500

인쇄방법

염료 승화식, 레진 열전사

염료 승화식, 레진 열전사

염료 승화식, 레진 열전사

염료 승화식, 레진 열전사

양면 인쇄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단면 또는 양면 라미네이션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600 dpi

선택사항

문의 요망

터치 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키패드 프린터 잠금잠치



실제 하드웨어 잠금장치

선택사항

선택사항













마그네틱 띠 인코딩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접촉식 스마트 카드 인코딩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125 kHz (HID Global Prox) 리더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13.56 MHz (iCLASS, MIFARE,
ISO 14443 A/B,
ISO 15693) 읽기/쓰기 인코더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인라인 인쇄 및 인코딩









데이터 암호화

Wi-Fi 호환*





USB 연결 가능









내부 인쇄 서버 환경의 USB 및 이더넷









SmartScreen 그래픽 디스플레이
듀얼 입력 카드 호퍼
프린터 암호 보호 기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레이저 음각

선택사항

통합 OSM 인코더 모듈

선택사항

카드 플래트너
3년 보증

선택사항








HDPii Plus

HDP8500

*HID Wi-Fi® 모듈(별매)과 이더넷 기반 프린터 필요

활용분야
활용분야
분야 / 프린터

HDP5000

HDP5600

회사 ID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정부/군







주/지방 정부







교통







의료





대학교





행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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