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HP 디자인젯 Z6200 포토 프린터 시리즈
최고 속도1 의 대량 작업 포토 프린터

놀라울 정도로 단축되는 작업 시간1

HP 기술이 구현하는 뛰어난 컬러 정확도

• 동급 최고 속도의 프린터1 – 기록적인 속도로 신속하게 			
주문을 처리합니다.

• 다양한 매체에도 매번 일관된 컬러 정확도를 구현합니다.

• 시간 낭비 없이 고품질의 포토 이미지를 인쇄 및 처리합니다.

• HP 프로페셔널 PANTONE 에뮬레이션이 더 완벽한 최종
출력물을 제공합니다.

• 자동 용지 적재 및 인체공학적인 적재 테이블로 보다
생산적이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는 운영 - 옵션인 Postscript®/PDF 업그레이드 키트가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사진 품질을 구현해 다양한
출력물 제작
• 차별성 및 확장성 - HP 비비드 포토 잉크로 최고의 사진
품질을 구현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출력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크로마틱 레드 잉크와 일관된 광택으로 풍부한 컬러를
표현해 까다로운 사진 인쇄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탁월한 흑백 품질과 인상적인 백라이트로 다양한 종류의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린터가 제공하는 에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구형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 뛰어난 컬러 일관성으로 불필요한 재인쇄가 줄어듭니다.
• HP 잉크 카트리지 및 프린트헤드를 무료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1.
• FSC® 인증 용지 및 다양한 재활용 HP 용지를 회수 프로그램1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이미지를 간단히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ENERGY STAR® 인증 제품
hp.com/ecosolutions
1

프로그램 이용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hp.com/recycle를 참조하십시오.

대형 포맷 인쇄 하드웨어 및 소모품을 재활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p.com/ecosolutions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p.com/go/DesignjetZ6200을 참조하십시오.

HP 디자인젯 Z6200 포토 프린터 시리즈
기술 사양
인쇄

이미지 품질

용지

메모리
연결 장치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무게

내용물

작동 환경

소음
전력 소모

제품 인증

보증

주문 정보
최대 인쇄 속도2 시간당 140m² (시간당 1500ft²)
인쇄 해상도
포토 용지 최적화 옵션 선택 시 1200 x 1200 입력 dpi에서
최대 2400 x 1200 최적화 dpi
여백(상 x 하
5 x 5 x 5 x 5mm
x 좌 x 우)
(0.2 x 0.2 x 0.2 x 0.2인치)
기술
HP 열전사 잉크젯
컬러 정확도
중앙값 < 1.19 dE2000, 컬러의 95% < 2.77 dE20003
단기 컬러
< 1 dE2000 5분 이내4
안정성
장기 인쇄물
평균값< 0.5 dE2000, 최대< 1 dE20004
반복 재현성
급지 기능
롤 급지함, 자동 절단기, 용지 처리함5, 출력물 되감기 장치6
무게
최대 460g/m² (용지 유형에 따라 다름)
크기
42인치 프린터: 280 - 1067mm (11 - 42인치)롤
60인치 프린터: 280 - 1524mm (11 - 60인치)롤
두께
최대 0.56mm (22mil)
32 GB (가상)7, 160 GB 하드 디스크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 (1000Base-T), 고속 USB 2.0 인증,
(표준)
EIO 젯다이렉트 액세서리 슬롯
인쇄 언어
표준: HP-GL/2, HP-RTL, CALS G4
옵션: Adobe® PostScript® 3™, Adobe PDF 1.7, TIFF, JPEG
드라이버(내장) 윈도우®용 HP-GL/2, HP-RTL 드라이버(AutoCAD 2000 및
그 이상 버전에 최적화); PostScript® Windows, Linux,
Mac 드라이버(옵션인 PostScript/PDF 업그레이드 키트 포함)
프린터
42인치 프린터: 1970 x 690 x 1370mm (77.5 x 27.2 x 53.9인치)
60인치 프린터: 2430 x 690 x 1370mm (95.7 x 27.2 x 53.9인치)
포장
42인치 프린터: 2230 x 750 x 1200mm (87.8 x 29.5 x 47.2 인치)
60인치 프린터: 2690 x 750 x 1200 mm (105.9 x 29.5 x 47.2인치)
프린터
42인치 프린터: 123kg (271lb)
60인치 프린터: 190kg (419lb)
포장
42인치 프린터: 210kg (462lb)
60인치 프린터: 250kg (550lb)
HP 디자인젯 Z6200 포토 프린터, 스핀들, 프린트헤드, 기본 잉크 카트리지,
유지 보수용 카트리지, 정품 HP 용지 샘플 롤, 프린터 스탠드, 용지 처리함5,
출력물 되감기 장치6, 3인치 스핀들 어댑터 키트, 요약 참조 설명서,
설치 포스터, 시작 소프트웨어, 전원 코드
작동 온도: 5 ~ 40°C (41 ~ 104°F)
보관 온도: -20 ~ 55°C (-4 ~ 131°F)
작동 습도: 20 ~ 80%RH
음향 압력: 53dB (A)(작동시); 38dB (A) (대기시)
음향 파워: 7B (A)(작동시); 5.8B (A) (대기시)
270W (인쇄시); 420W(최대); < 100W (대기시);< 9W
(<46W 내장형 디지털 프런트 엔드 사용시)(절전모드)
요구사항: 입력 전압(자동): 100 ~ 127VAC (+/- 10%), 5A;
220 ~ 240VAC (+/- 10%), 3A; 50/60Hz (+/- 3Hz)
안전 규격
러시아 (GOST), 중국 (CCC), 싱가포르 (PSB)
전자기 호환성 Class A 제품에 대한 규정 준수, 호주 (ACMA), 뉴질랜드 (RSM),
중국 (CCC), 일본 (VCCI), 한국 (KCC)
환경 인증
ENERGY STAR, China RoHS
2 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신뢰할만한 고품질 인쇄 성능 및 오류 감소를 위해 HP 비비드
포토 잉크와 프린트헤드를 사용하세요. 효율적인 작업, 광범위한
컬러 범위, 200년 이상 변색에 강한 인쇄물8을 제공하는 최적의
인쇄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com/go/OriginalHPinks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액세서리

HP 정품
프린트헤드

HP 정품 잉크
카트리지 및
유지 보수
용품

HP 정품 대형
포맷 출력
용지

2
3
4
5

가격이 25,000달러 이하인 그래픽용 대형 잉크젯 프린터와 비교. 2010년 1월 현재 제조사가
발표한 가장 빠른 등급의 컬러 프린터 속도 기준. 테스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쇄 소요 시간. 60인치 프린터 기준, HP 브라이트 화이트 잉크젯 용지(본드지) 및
정품 HP 잉크를 사용해 이코노모드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HP 프리미엄 인스턴트 드라이 광택 포토 용지 및 정품 HP 잉크를 사용해 측정한 ICC 절대
측색 정밀도.
HP 프리미엄 인스턴트 드라이 광택 포토 용지 및 정품 HP 잉크 사용 시(보정 직후).
42인치 프린터에 한함.

HP 디자인젯 Z6200 42인치 포토 프린터

CQ111A

HP 디자인젯 Z6200 60인치 포토 프린터

CQ745A

HP 디자인젯 PostScript®/PDF 업그레이드 키트

CQ752A

HP 디자인젯 Z6200 42인치 출력물 되감기 장치

Q6714A

HP 디자인젯 60인치 용지 처리함

CQ753A

HP 디자인젯 Z6200 42인치 스핀들

CQ754A

HP 디자인젯 Z6200 60인치 스핀들

CN501A

HP 디자인젯 외장형 하드 디스크

CQ654B

HP 디자인젯 HD 스캐너

J8025A

HP 젯다이렉트 640n 프린트 서버

J8007G

HP 젯다이렉트 690n IPv6/IPsec 802.11g 무선 프린트 서버

Q6715A

HP 디자인젯 Z6x00 사용자 유지 보수 키트

CE017A

HP 771 무광택 검정 및 크로마틱 레드 디자인젯 프린트헤드

CE018A

HP 771 분홍 및 노랑 디자인젯 프린트헤드

CE019A

HP 771 밝은 분홍 및 밝은 파랑 디자인젯 프린트헤드

CE020A

HP 771 포토 블랙 및 밝은 회색 디자인젯 프린트헤드

CE037A /B6X99A

HP 771B 775-ml 무광택 검정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38A /B6Y00A

HP 771B 775-ml 크로마틱 레드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39A /B6Y01A

HP 771B 775-ml 분홍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40A /B6Y02A

HP 771B 775-ml 노랑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41A /B6Y03A

HP 771B 775-ml 밝은 분홍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42A /B6Y04A

HP 771B 775-ml 밝은 파랑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43A /B6Y05A

HP 771B 775-ml 포토 블랙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E044A /B6Y06A

HP 771B 775-ml 밝은 회색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CR250A /B6Y23A

HP 771B 775-ml 무광택 검정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1A /B6Y24A

HP 771B 775-ml 크로마틱 레드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2A /B6Y25A

HP 771B 775-ml 분홍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3A /B6Y26A

HP 771B 775ml 노랑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4A /B6Y27A

HP 771B 775ml 밝은 분홍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5A /B6Y28A

HP 771B 775ml 밝은 파랑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6A /B6Y29A

HP 771B 775ml 포토 블랙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R257A /B6Y30A

HP 771B 775ml 밝은 회색 디자인젯 잉크 카트리지 3팩

CH644A

HP 771 디자인젯 유지 보수용 카트리지

Q8000A

HP 프리미엄 인스턴트 드라이 새틴 포토 용지
(FSC® 인증)9 10 1524 mm x 30.5 m (60 치 x 100 피트)

Q6578A

HP 유니버설 인스턴트 드라이 광택 포토 용지
(FSC® 인증)9 10 1524 mm x 30.5 m (60 인치 x 100 피트)
HP 아티스트 무광택 캔버스 - 1524mm x 15.2m
(60인치 x 50피트)
HP 프리미엄 비비드 컬러 백라이트 필름
1524mm x 30.5m (60인치 x 100피트)

Q8707A
Q8750A
서비스 및
지원

HP 대형 포맷 출력 용지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p.com/go/designjet/supplie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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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109A

42인치

60인치

UV289E

UX882E HP 3년 보증,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방문 지원

H4518E

H4518E HP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 디자인젯 400-6200 SVC

UV290E

UX883E HP 3년 보증, 4시간 내 응답, 9x5 방문 지원

UV291E

UX884E HP 3년 보증, 4시간 내 응답, 13x5 방문 지원

UX872E

UX891E HP 3년 보증,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방문 지원,
DMR 서비스 지원

H7604E

H7604E HP 설치 서비스 디자인젯 400-6200 SVC

UX878PE

UX897PE HP 1년 사후 보증, 4시간 내 응답, 13x5 방문 지원

UX879PE

UX898PE HP 1년 사후 보증,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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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인치 프린터에 한함.
1GB 램 기준. 옵션인 HP 디자인젯 PostScript®/PDF 업그레이드 키트 액세서리에 포함된 디자인젯
인증 SODIMM을 통해 1.5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8 HP 이미지 영속성 연구소 및 빌헬름 이미징 리서치사에서 다양한 HP 용지를 유리 밑에 두고 실
내 디스플레이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평가한 디스플레이 영속성 등급. 자세한 내용은
hp.com/go/supplies/printpermanence를 참조.
9 FSC® 라이선스 코드는 FSC®-C017543, 자세한 내용은 fsc.org 참조. FSC® 인증 제품 가용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0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혼합 용지를 포함한 소비자 수거 시스템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지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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