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HP 디자인젯 T520 e프린터 시리즈
전문적인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24, 36" 프린터

생산성과 높은 출력품질

어디에서나 쉽게 출력가능

• 정확한 라인 표현력: 오랜 수명을 자랑하는 프린트헤드를 통해 최대
2400 dpi로 표현되는 칼 같은 정확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 Apple® 과 Android™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합니다2.

• 1GB RAM과 HP-GL/2 기술을 통해 복잡한 파일도 빠른 속도로 처리
(A1출력시 35초 소요) 됩니다.

• HP 디자인젯 ePrint & Share2 를 통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업무자료를 찾아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건축디자인, 지도, 사진,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용도의 출력물에
걸맞는 고품질의 출력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HP 디자인젯 ePrint & Share2 를 통해 인쇄 후 자동으로 클라우드
공간에 출력작업 복사본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 HP 정품 잉크를 사용하여 프린터의 장애율을 최소화하여 업무
생산성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 e메일을 HP 디자인젯T520 e 프린터로 보내면 첨부파일이 바로
출력됩니다2.

손쉬운 사용방법
• 4.3인치(109 mm)의 직관적인 컬러 터치스크린으로
프린터 조작 및 인쇄가 더욱 쉽고 간단합니다.
• 실제 출력과 같은 인쇄물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가능 합니다.

HP 디자인젯 ePrint & Share는 당신이 사무실 이외의 곳에서도 당
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HP 디자인젯 e프린터로 출력하도
록 하여 업무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2.

• A3+ 트레이와 전면 급지롤을 통해 최대 36 인치
(910 mm)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WiFi기술을 통해 사무실의 누구나 쉽게 프린터에
접속해서 사용가능 합니다1.
1
2

무선 통신 성능은 물리적 환경과 AP와의 거리에 영향을 받으며 VPN 설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HP 디자인젯 ePrint & Share 계정이 필요하고, 프린터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HP 디자인젯 ePrint & Share 모바일 앱의 경우 Apple® iOS 와 Android™ 호환 기기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정당 2GB 의 임시 저장공간이 필요합
니다. 인쇄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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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디자인젯 T520 e프린터 시리즈
주문 정보

기술 사양
인쇄

용지

라인드로잉3

A1/D 출력시 페이지당 35 초 , 시간당 A1/D 70페이지

컬러이미지

고속모드: 25.6 m²/hr/ (275 ft²/hr) (코팅 용지)4
고품질모드: 2.3 m²/hr (25 ft²/hr) (광택 용지)5

4

HP 디자인젯 T520 36인치 e프린터

B3Q37A

HP 디자인젯 T520 36인치 스핀들

B3Q36A

HP 디자인젯 T120/T520 24인치 스핀들

HP 정품
프린트헤드

C1Q10A

HP 711 디자인젯 프린트헤드 교체 KIT

HP 정품
잉크
카트리지

CZ129A

HP 711 38 ml 검정카트리지

CZ130A

HP 711 29 ml 파랑 잉크 카트리지

CZ131A

HP 711 29 ml 분홍 잉크카트리지

액세서리

포토용지 사용시 최대 2400 x 1200 dpi

여백 ( 상 x 하 x
좌x우)

롤: 5 x 5 x 5 x 5 mm
낱장: 5 x 17 x 5 x 5 mm

기술

HP 열전사 잉크젯

잉크유형

염료기반 (C, M, Y); 안료기반(K)

잉크방울

5.5 pl (C, M, Y); 12 pl (K)

프린트헤드

1 (C, M, Y, K)

CZ132A

HP 711 29 ml 노랑 잉크 카트리지

라인 정밀도

+/- 0.1%6

CZ133A

HP 711 80 ml 검정 잉크 카트리지

최소 라인 폭

0.02 mm (HP-GL/2 지원)

CZ134A

HP 711 3-pack 29 ml 파랑 잉크 카트리지

보장되는
최소 라인 폭

0.07 mm (ISO/IEC 13660:2001(E))7

CZ135A

HP 711 3-pack 29 ml 분홍 잉크카트리지

급지 가능

낱장 급지, 롤급지, 낱장 급지용지함, 자동 절단기

CZ136A

HP 711 3-pack 29 ml 노랑 잉크 카트리지

무게

60 에서 280 g/m² (롤과 수동급지)
60 에서 220 g/m² (용지함)

C6035A

HP 순백색 잉크젯 용지(FSC® 인증)9 10
610 mm x 45.7 m (24 인치 x 150 피트)

크기

24인치 프린터:210 ~ 610-mm (8.3 - 24 인치)
낱장:279 ~ 610-mm (11 - 24 인치) 롤
36인치 프린터:210 to 914-mm (8.3 - 36 인치)
낱장:279 to 914-mm (11 - 36 인치) 롤

C6019B

HP 코팅지 (PEFC™ 인증)9 10
610 mm x 45.7 m (24 인치 x 150 피트)

C6029C

HP 중량 코팅지 Coated Paper (PEFC™ 인증)9
610 mm x 30.5 m (24 인치 x 100 피트)

CZ987A

HP 프리미엄 새틴 포토 용지(FSC® 인증)9
610 mm x 15.2 m (24 인치 x 50 피트)

HP 정품
대형 포맷
출력 용지

최대 11.8밀리 (롤기준)

메모리

1GB

연결

인터페이스
(표준)

고속 이더넷 (100Base-T), 고속 USB 2.0 인증, Wi-Fi

인쇄 언어
(표준)

HP-GL/2, HP-RTL, HP PCL 3 GUI, JPEG, CALS G4

드라이버
(내장)

드라이버 (내장) Windows®용 HP-GL/2, HP-RTL
드라이버
(AutoCAD 2000 이상에 최적화), Windows® 및
Mac OS X 용 HP PCL 3 GUI 드라이버

프린터
크기
( 가로 x 세로
x 높이 )
포장

24인치 프린터: 987 x 530 x 932 mm
36인치 프린터: 1292 x 530 x 932 mm

무게

프린터

24인치 프린터: 34 kg
36인치 프린터: 39.2 kg

포장

24인치 프린터: 50 kg
36인치 프린터: 62 kg

작동환경

HP 디자인젯 T520 24인치 e프린터

CQ893A

인쇄 해상도

두께

내용물

CQ890A

제품

HP 정품 잉크와 프린트 헤드를 통해 고품질의 출력물과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 제품의 활용을 극대화시킵니다. 프린터는 이러한
중요 요소들을 함께 사용시에 정확한 선 정밀도와 진한 검정색과
정확한 회색11 을 제공합니다.

24인치 프린터: 1123 x 577 x 626 mm
36인치 프린터: 1423 x 577 x 626 mm

HP 디자인젯 T520 e프린터, 프린트헤드, 초기 잉크 카트리지8, 퀵가이드, 설치안내
포스터, 설치 소프트웨어, 전원코드

서비스
및 지원

작동온도: 5 ~ 40�C
보관 온도: -25 ~ 55�C
작동습도: 20 ~ 80% RH

소음

< 35 watts (인쇄), < 4.5 watts (절전), < 0.3 watts (대기시)
입력전압(자동전환) 100~240VAC (+/- 10%), 50/60 Hz (+/- 3 Hz),
최대전류 1200 mA

인증

보증

24인치
U1W23E
U1V85E
U1V90PE
U1V93PE

36인치
U6T83E
U6T88E
U6U05PE
U6T84PE

음향 압력: 48 dB(A) (작동시); < 16 dB(A) (대기시)
음향 파워: 6.5 B(A) (인쇄); < 3.4 B(A) (대기시)

전력소모

10

안전

미국 및 캐나다 (CSA 인증), EU (LVD 및 EN 60950-1 준수),
러시아 (GOST), 싱가포르 (PSB), 중국 (CCC),
멕시코 (NYCE)

전자기
호환성

Class B 요건 준수: 미국 (FCC 규정), 캐나다 (ICES), EU
(EMC Directive), 오스트레일리아 (ACMA), 뉴질랜드
(RSM), 중국(CCC), 일본 (VCCI), Class A 제품 인증:
대한민국 (KCC)

환경규정

Energy Star, WEEE, EU RoHS, REACH, EuP, FEMP

HP 3 년 보증, 익일 현장 방문 지원
HP 3년 보증, 4 시간 응답, 13x5 현장 방문 지원
HP 사후 보증 서비스 1년 제공, 익일 현장 방문 지원
HP 사후 보증 서비스 1 년 제공, 4 시간 응답,
13x5 현장 방문

3
4
5
6

기계적 인쇄속도. 일반용지에서 고속 모드에서 출력함.
기계적 인쇄속도. 36인치 프린터에서 측정.
기계적 인쇄속도. 24인치 프린터에서 측정.
온도 23°C (73°F) 및 상대습도 50~60% 에서 HP 무광택 필름을 사용해 A0/E 크기의 인쇄물을
고품질 또는 표준 모드로 인쇄할 경우, 명시된 벡터 길이의 ±0.1% 또는 ±0.2 mm(둘 중 큰 값).
7 HP 무광택 필름으로 출력후 측정.
8 36인치 프린터는 기본잉크 제공, 24인치 프린터는 초기 잉크 제공.
9 FSC® 라이센스 코드는 FSC®-C017543, 자세한 내용은 fsc.org 를 참조. PEFC™ 라이센스
코드는 PEFC™/29-31-198, 자세한 내용은 pefc.org 를 참조.
10 국가별 지원하는 재활용프로그램에 적용됨.

2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

보다 자세한 정보는: hp.com/go/DesignjetT520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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