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고 효율적인 HID FARGO® INK1000으로
누리는 간소화된 카드 인쇄

hidglobal.com

개인화된 카드의
장점 인식하기
조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조직의 ID 배지와 카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또는 이보다
자주 쓰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ID 카드, 로열티 카드, 기프트 카드는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탁월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품질 및 뛰어난 내구성의 카드를 쉽게 인쇄하는 능력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개인화된 카드를 사용하면 보안 침해의 위협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여러 조직은 효율적인
최신 카드 인쇄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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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FARGO® INK1000: 간편하고, 아름답
고, 놀랄 만큼 경제적인 제품
개인화된 ID 및 카드의 간편하고 경제적인 잉크젯 인쇄가
가능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용 편의성, 품질, 저렴한 총
소유 비용을 자랑하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HID의 독점 잉크젯 인쇄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유지보수 필요가 적으며 경제적인 이 솔루션은 카드 디자인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합니다. 따라서 기업 및 방문자 배지,
학생과 교직원 ID 또는 기프트 카드와 로열티 카드 등 고품질
인쇄가 필요하며 비용에 민감한 조직에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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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인쇄 시간을 절약하여, 비
즈니스 운영에 집중하십시오
INK1000은 비용은 절감하고 품질은 높이는 전문 내열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다음을 읽고 INK1000으로 누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리본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 맞이하는
간편한 잉크 카트리지
 고해상도, 엣지-투-엣지 인쇄 달성
 표준 및 규격 PVC 카드 사용
 인코딩 추가 옵션
 아담한 크기로 공간 절약
INK1000의 가장 좋은 점은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처럼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작동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hidglobal.com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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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및
로열티 카드

직원 ID

학생 ID

방문자 ID

멤버십 및 로열티 프로그램은 소매업체,
여가, 여행, 서비스 업계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업무를 반복하는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면, 고객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며, 고객 충성도가 강화되고
고객 이탈 관리 비용이 감소합니다.

카드 소지자가 보이고 싶은 정체성을
표현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은 ID 배지
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원 ID
는 조직 보안에 필수이며 이를 필수로
요구하는 법안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사람과 자산,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솔루션을 선호합니다.

조직에서는 현장 방문자, 임시직 근로자,
도급업체 관리를 위해 임시 ID 배지를
발급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력한
방문자 ID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조직
시설 내에 있는 사람의 신분과 방문
이유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직의
보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카드, 포인트 카드, 어드밴티지
카드, 클럽 카드, 단골 고객 카드는 모두
멤버십 및 로열티 카드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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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배지 개인화는 이름 및 사진으로만
구성하여 간단할 수도 있고, 건물 출입
또는 공유 워크스테이션 로그인 능력과
같은 물리적, 논리적 출입 권한 허가를
인코딩하는 등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K12- /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ID 배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교실, 연구실, 여가시설 물리적 출입
관리



무현금 결제



도서관 대출



시간표 및 출결

간소화된 카드 인쇄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맞춤 방문자 배지를 설계하고
인코딩하여 인쇄해 보십시오.

높은 안정성, 유지보수 필요가 적은
잉크젯 인쇄
INK1000은 가정용 프린터와 같은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리본 또는 고가의
프린트 헤드가 없습니다.
장착이 쉽고 특별 제작한 잉크를 담은 스냅인 카트리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드 저항성: UV 페이드
저항성을 지니고 내구성이
뛰어난 텍스트와 이미지로
고가의 오버레이 보호제
불필요

폐기물 감소:
리본을 사용하지 않아
다 쓴 리본 패널
폐기물이 없음

보안성 강화: 다 쓴 리본
패널과 달리, 사용 후에도
민감한 정보를 남기지 않는
잉크젯 카트리지

편리한 유지보수:
리본 고장, 컬러 패널의 편심
또는 정렬 불량 문제가 없음

저렴한 총 소유 비용:
싱글 카트리지 하나로
리본보다 수백 장이나 더 많은
카드 생산

소모품이 적고 교체가 필요한 고가의 프린트 헤드가 없습니다. 새
카트리지를 간편하게 장착하십시오
hid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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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해
상도
강력한 이미지
FARGO® INK1000은 여러 표준 데스크톱 리본 프린터와 달리
선명한 600 x 1200dpi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하여 섬세하고
진정한 브랜드 카드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정교한 디자인과 일본어,
아랍어, 키릴 문자 등의 복잡한 문자까지 정확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
기능이 다양하고 안전성이 높으며 아름답기까지 한 카드 제작이
가능합니다. INK1000의 복합 재료 블랙은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며 내장 칩 카드에 빈 공간 또는 여백 없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엣지-투-엣지 인쇄
표준 Direct-to-card 프린터로 인쇄하면 종종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INK1000은 독특하고 세련된 감성의
복잡하고 섬세한 풀 카드 커버리지 디자인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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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주는 매끄러운 카드
호환성

John Doe

Vendor, Electritian (T2)

INK1000은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표준
카드 유형에 완벽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06/15 – 06/18



PVC



압착 가공된 PVC



외부 레이어가 PVC인 복합 재료 PET/PVC



라미네이션, 신용카드 구성 PVC

2020

Austin
Texas

The

HID의 UltraCard™, UltraCard Premium 및
기타 제조업체가 생산한 여러 규격 PVC 카드에
모두 테스트를 철저히 실행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PVC 제제에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HID 파트너는 간단한 카드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여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LVIN ENDO
UNIVERSITY
Kelvin Jones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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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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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653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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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쉬워지는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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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카드 인코딩 모듈 옵션을 추가하면, INK1000으로
인쇄한 카드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도록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무현금 자판기

시간표 및 출결
Ichiro Belfast
Student

기프트/로열티 카드

QR 코드 기반의 금융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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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즈니스 규모에 딱 맞는
작업대 맞춤 편리성
동일면 입출력, 하단 전원 공급
및 코드 보관함을 갖춘
컴팩트한 디자인의 INK1000
은 크기가 매우 아담합니다.
작업대나 책상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카드 입력 100
장과 카드 출력 30장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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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카드 인쇄
HID FARGO® INK1000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높은 안정성. 리본이 없어 번거로움이 덜하고 유지보수의 필요가
적습니다.
높은 간편성. 설치가 간편한 스냅인 잉크 카트리지로 표준 및 규격
PVC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높은 직관성.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처럼 사용이 간편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INK1000의 간편성, 용이성, 경제성으로
카드 인쇄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가장 잘하는 일에
할애하고 집중하십시오.
hidglobal.kr/ink1000을 방문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sisales@hidglobal.com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hidglobal.com

HID Global이 어떻게 전 세계 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간편하고 안전한 최고의 배지
프로그램을 실현하는지 더 알아보십시오.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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