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세계 최초로 42 인치 고속 디지털 

컬러 프레스 출시 

5,200 ppm 의 완벽한 맞춤형 출력 성능으로 출판 및 문서 출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HP T400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   

 

년 월 일 로스앤젤레스 는 그래픽 아트 업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치 고속 디지털 컬러 프레스 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고속 디지털 컬러 프레스는 디지털 프린팅의 맞춤형

기능과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출력에 대중적인 맞춤 개념을

도입했다

타 제품과 견줄 수 없는 출력 가능한 폭과 분당 미터 의

속도를 자랑하는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는 풀컬러로 분당 최대

장 레터지 기준 을 출력한다 이는 타사 제품 중 가장 비슷한

솔루션보다 이상 더 많은 출력량이다

는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 사무실에서 이번 제품을

발표했다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는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데이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체로 현재 과 신제품 등

잉크젯 웹프레스 모든 개의 제품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는 자기잉크문자인식 시스템

및 제휴 업체의 코팅 용지뿐만 아니라 그래픽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 제휴 업체의 워크플로우

및 마감 솔루션이 포함된 솔루션도 추가로 발표했다 또한

프레스를 속도가 더 빠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의 크리스토퍼 모건 수석

 보도자료 문의

한국 홍보팀

조정윤 사원

홍보대행사 프레인

이예은

이유진 과장

한국

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번지

 

 

http://h10088.www1.hp.com/cda/gap/display/main/index.jsp?zn=gap&cp=20000-13698-25954-27038-27039%5e308872_4041_100__
http://h10088.www1.hp.com/cda/gap/display/main/index.jsp?zn=gap&cp=20000-13698-14391-14399%5e215155_4041_100__
http://h10088.www1.hp.com/gap/Data/inkjet_web_press_T350_datasheet_A4.pdf
http://www.hp.com/hpinfo/newsroom/press_kits/2009/GSBatPrint09/HP_Graphics_Solutions_Partner_Program.pdf


부사장은 세계적으로 대 이상이 설치된 잉크젯 웹프레스 시스템은

출판 트랜스프로모 우편물 과 다이렉트 메일

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역학을 변화시키고 있다 면서

신제품 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출력 생산성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성장 기회도 잡을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새로운 잉크와 프린트헤드로 고품질의 이미지 출력

은 선명한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잉크가 고르게 채워져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신제품 프로세스 컬러 잉크는 인치당

노즐의 프린트헤드가 들어있는 소형 크기 설계로 확장형 출력

기술 에 기반한 신제품 프린트헤드를

갖추고 있다 더욱 발전된 새로운 웹 장력 제어 및 건조 시스템은

빠르고 일관되며 믿을 수 있는 생산성을 제공한다

표준형 디지털 웹프레스 후가공 장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의

프레스 끝에 설치된 슬리터 옵션 를 사용하여 롤을 개의 인치 롤로

전환시킬 수 있어 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래픽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의 멤버 얼티미트 테크노그래픽스

가 제공하는 확장형 인쇄 판배치 툴은

프리프레스 의 뛰어난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프레스 운영자가

별도의 가변 데이터 작업을 나란히 에 배치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 후가공 및 용지 전송 시스템 공급 업체인

훈켈러 레이저맥스 롤 시스템즈 매그넘

디지털 솔루션즈 뮬러 마티니

테크나우 비덱 와 소프트웨어 공급

http://www.imposition.com/
http://www.imposition.com/
http://www.cmcspa.eu/
http://www.emtinternational.com/
http://www.hunkeler.ch/
http://www.lasermaxrollsystems.com/
http://www.magnumds.com/
http://www.mbo-folder.com/
http://www.mullermartini.com/
http://www.mullermartini.com/
http://www.tecnau.com/
http://www.videk.com/
http://www.weko.net/


업체인 컴파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

등 그래픽 솔루션 파트너들은 잉크젯 웹프레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피트니 보우즈 는 의 새로운 잉크젯 웹프레스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랜잭셔널 트랜스프로모 사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은 트랜잭셔널 트랜스프로모 시장에서 새로운 인텔리젯

솔루션의 일환이 되어 인텔리젯 출력 가능 폭과 속도 구성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출력 요구에 부합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인 은 인디고 가 포함된 대량

출력 제품군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대 이상이 설치된 인디고는

고부가가치의 옵셋 및 사진 품질의 디지털 프린팅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제품이다

년에 최초로 잉크젯 웹프레스를 출시한 는 년에는

잉크젯 웹프레스로 출력한 페이지가 억 천장에 달하는 등 출판

다이렉트 메일 트랜잭셔널 트랜스프로모

우편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여세를 몰고 있다 는

현재 도서 수출업체인 의 중국 동관 지역 공장에 아시아 최초로

잉크젯 웹프레스를 설치하고 있다

시장 분석 기관인 인포트렌드 의 그룹 책임자 짐 해밀톤

은 은 잉크젯 웹프레스 제품군에 강력한 추가 제품이며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는 디지털 출력 생산성을 제공한다 면서 마케팅 및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대량 디지털 출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 줄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 이라고 말했다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에 처음 도입

http://www.compart.com/
http://www.gmc.net/
http://www.gmc.net/
http://www.pb.com/
http://www.hp.com/go/indigo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는 프레스가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잉크젯

웹프레스 개 모델을 전부 갖추고 있는 유일한 고객이다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는 또한 인디고 디지털 프레스를 이용하여 잉크젯 웹프레스로

출력한 출판물의 커버를 포함 다양한 고급 출력물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커뮤니케이션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고 인쇄 속도로 복잡한 가변 데이터 문서 스트림을 구성하고

있다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는 익스트림과 프레스를 이용하여 맞춤형

주간지인 금융 연구 출판물 마켓스미스 도 생산하고 있다

오닐 데이터 시스템즈의 제임스 루카니쉬 는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는 실로 옵셋 속도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출력

환경의 장점을 제공한다 고 말했다

의 모든 잉크젯 웹프레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실상 모든

표준형 비코팅 또는 신문 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팅 용지에 출력한다

는 사피 의 새로운 중량의 재즈 코팅 용지를

잉크젯 웹프레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판매가능하며 향후 추가적인 평량은 사피 재즈

용지는 이번 분기 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잉크젯 웹프레스용 출력 솔루션 출시

수표장에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 신제품 잉크젯 웹프레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되게 된다 신제품

구매와 함께 현재 주문할 수 있으며 올해 말에 판매될

모델에도 제공될 예정인 이 솔루션은 새로운 블랙 잉크

프린트바가 모든 잉크젯 웹프레스의 확장 가능한 슬롯에 삽입된다

잉크젯 웹프레스 솔루션은 광고 우편물과 트랜잭셔널 우편물

업체들이 단 한번의 싱글패스로 계좌 잔액 이체 확인 우편 리베이트 확인

http://www.hpexstream.com/
http://www.sappi.com/


우편 및 기타 다른 대중적인 광고 우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방법은 우편 발송에 앞서 추가적인 마감 처리 삽입 및 풀컬러 출력

단계를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심각한 문서 보안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문서를 사전에 출력한 뒤 보관해야 하는 기존 워크플로우에 따른 재고

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잉크젯 웹프레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이트 와

그래픽 아트 트위터 피드 에서 제공한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또한 잉크젯프레스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금주 행사

소식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동영상은 사이트

에서 이번 주 내내 제공된다

(1) 일부의 경우 HP 컬러 잉크젯 웹프레스 기반 솔루션은 HP 판매점이나 시스템 통합 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http://www.hp.com/go/gsb
http://www.twitter.com/hpgraphicarts
http://www.youtube.com/hpgraphicarts.HP
http://www.h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