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양  시 트

H I D  G L O B A L 은  H I D  F A R G O  H D P 6 6 0 0  프 린 터 / 인 코 더 의  성 능  최 적 화 를  위 해  다 양 한  보 안 
소 모 품 과  액 세 서 리 를  제 공 합 니 다 . 

 • HDP® 리본 및 HDP 필름: HDP(High Definition Printing™) 리본과 HDP 필름이 결합되어 내구성이 높고 변조하기가 
어려우며, 기술 카드의 표면에서도 선명한 600dpi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 PolyGuard™ LMX 오버라미네이트: HID Global의 새로운 웨이스트리스 PolyGuard LMX 오버라미네이트를 활용하여 
소모품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카드 커버리지가 보호됩니다. 사진 ID와 정부 기관 자격 
증명부터 기프트 카드와 포인트 적립 카드까지, HDP6600은 패치 배치 일관성이 뛰어나고 둥근 라미네이트 모서리를 
채택하고 있어 항상 세련되고 전문적인 디자인의 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에 오버라미네이트를 적용하면 카드의 
내구성과 수명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선택 사항인 홀로그램 디자인으로 카드 보안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 또는 
맞춤형 홀로그램을 채택한 오버라미네이트로 위조가 어려우면서도 쉽게 검증이 가능한 ID 카드 제작이 가능합니다.

 • 카드: 그래픽 품질의 UltraCard™ 카드는 인쇄된 이미지 품질의 최적화를 위해 광택 처리를 진행하여 표면의 긁힘과 이물질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청소 용품: 프린트헤드 청소용 면봉, 내부 청소 카드 및 내부/외부 청소 패드는 최적의 인쇄 품질을 뒷받침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해 프린터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먼지나 부스러기, 축적물을 제거합니다.

HID® FARGO® HDP6600 소모품

HID FARGO HDP6600의 HID FARGO 리본 소모품
** 품목

번호 설명 및 생산량 적용

084911 YMCK*: 풀 컬러, 레진 블랙, 750개 이미지 사진과 같은 정확한 컬러 인쇄, 시각적 인식

084912 YMCKK*: 풀 컬러, 2개의 레진 블랙 패널, 600개 이미지 사진과 같은 정확한 전면 풀 컬러, 후면의 검은색 텍스트 및/또
는 바코드

084915 YMCKH*: 풀 컬러, 레진 블랙 및 열접착 패널, 600개 이미지 추가 열 밀봉 패널을 활용하여 클램쉘 근접식 카드와 같이 인쇄 
난이도가 높은 카드 표면의 컬러 인쇄 가능

084916 YMCFK*: 풀 컬러+레진 블랙 및 염료 기반, 형광 패널,
600개 이미지

UV 형광 잉크 패널을 활용하면 UV 조명 아래에서만 보이는 
개인화된 보안 레이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084917 K*: 레진 블랙, 3000개 이미지 바코드. 텍스트, 일련 번호, 선명한 그래픽

HID FARGO HDP6600의 HID FARGO HDP 필름 소모품
HDP6600용 HDP 필름은 현재 클리어로만 제공됩니다.

084900 클리어 HDP 필름, 약 1500개 이미지 클리어, 패널 필름
HID FARGO HDP6600의 HID FARGO PolyGuard LMX 오버라미네이트 소모품
롤당 1000개 패치의 PolyGuard LMX 오버라미네이트는 CR-80 패치 크기로 제공되며, 단일 코어 웨이스트리스 라미네이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082700 PolyGuard LMX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웨이스트리스 오버라미네이트

082701 PolyGuard LMX UV 저항성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웨이스트리스 오버라미네이트가 빛에 대한 노
출로 이미지가 바래는 현상 축소

082702
PolyGuard LMX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보안이 뛰어난 Orbit 설
계, 

범용 오리엔테이션,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보안 요소를 갖춘 웨이스트리스 오버라미네
이트

082710 PolyGuard LMX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하프 패치,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카드 측면 마그네틱선의 웨이스트리스 오버라
미네이트 하프 패치

082711
PolyGuard LMX UV 저항성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하프 패치,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카드 측면 마그네틱선의 웨이스트리스 오버라
미네이트 하프 패치가 빛에 대한 노출로 이미지가 바래는 현
상 축소

082720 스마트 칩의 좌측 컷아웃이 있는 PolyGuard LMX 1.0 mil 오버라
미네이트,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스마트 칩의 좌측 컷아웃이 있는 웨이스트리스 
오버라미네이트 –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과 함께 사용*** 

082721 스마트 칩의 좌측 컷아웃이 있는 PolyGuard LMX UV 저항성 1.0 
mil 오버라미네이트, 클리어, 1000카운트

뛰어난 내구성, 스마트 칩의 좌측 컷아웃이 있는 웨이스트리스 
오버라미네이트 - 빛에 대한 노출로 이미지가 바래는 현상 축
소 -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과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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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FARGO UltraCard
HDP6600 허용 가능한 카드 크기 / 두께 / 구성: CR-80 / 30 mil - 40 mil / PET, PETG, 폴리카보네이트. (참고: HDP6600 라미네이션 모듈에서 ABS 및 PVC 
카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HDP6600에 FARGO UltraCar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082136 UltraCard 30 mil 카드 – 프리미엄 합성 카드
향상된 카드 내구성과 최고의 가치 
를 제공하는 FARGO 인증 UltraCard 프리미엄 합성 카드 - 1박스에 
카드 500장 포함

082137 보자력이 높은 마그네틱선이 포함된 UltraCard 30 mil 카드 - 프리미엄 합
성 카드

향상된 카드 내구성과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FARGO 인증 
UltraCard 프리미엄 합성 카드 - 보자력이 높은 마그네틱선 포함 –
1박스에 카드 500장 포함

082289 UltraCard 30 mil 카드 - 폴리카보네이트
100%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가장 긴 카드 수명을 자랑하는 
FARGO 인증 UltraCard 폴리카보네이트 카드 –
1박스에 카드 500장 포함

HID FARGO HDP6600의 HID FARGO 청소 용품
HID Global은 최고의 성능과 장기적인 프린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3000개마다 FARGO HDP6600 프린터를 청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088933 청소 키트 - 프린트헤드 청소용 면봉 4개, 청소 카드 10개, 청소 패드 10개, 알코올 청소 카드 3개 포함
086004 청소 롤러 – 10팩
088932 청소 롤러 - 15팩
082133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청소 카드 - 10팩
086131 추가 청소 카드(양면) - 50카운트

HID FARGO HDP6600의 HID FARGO 교체 프린트헤드
086093 600 dpi 프린트헤드 교체 키트 - 교체 프린트 헤드 및 전체 프린트 헤드 어셈블리 포함

*  인쇄된 리본 유형과 리본 패널의 수를 나타냅니다(Y=노란색, M=마젠타, C=시안, K=레진 블랙, F=형광, H=열접착).
** 부품 번호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 해당하는 부품 번호는 대리점이나 통합업체, HID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HDP6600 프린터/인코더는 1~2가지 소재의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구성 모두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을 포함합니다.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
과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2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중 소재 구성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일 소재 구성은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만 사용하는 반면 이중 소재 구성은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1과 라미네이션 스테이션 2를 모두 사용합니다. 카드 양면에 하나의 라미네이션 소재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면 라미네이션에 단일 소재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소재 구성은 단면 라미네이션과 양면 라미네이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의 각 면에 두 개의 라미네이션 소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대리점이나 통합업체, HID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ARGO 카드 프린터/인코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도로 전문화된 매체가 필요합니다. 인쇄된 카드의 품질과 내구성, 프린트헤드 수명, 프린터/인코더 안정성을 
극대화하려면 HID FARGO 소모품 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HID 제품이 아닌 소모품을 사용할 경우 HID 보증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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