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RGO® HDP8500
산업용 카드 프린터/인코더 

프린팅과 
인코딩 솔루션



고화질 프린팅 품질

HID Global은 데스크톱 ID 카드 프린터의 

재전사(retransfer) 기술이라고도 불리우는 

고화질 프린팅의 선구자입니다. 이제, HID는 이 

기술을 레버리지하여 FARGO HDP8500에서 제

5세대 HDP 프린트 엔진을 소개합니다. 재전사

(retransfer) 기술은 광범위한 카드 재료에서 

작동하며, 더욱 향상된 프린팅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표면이 완벽하지 않은 

카드에서도 선명하고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FARGO HDP8500은 최고의 프린트 

품질이 요구되는 곳에서 ID 발급 운영의 최상의 

선택입니다.

고 내구성 성능

FARGO HDP8500은 가장 내구적인 소모품과 

작동하도록 고안되어있어 소형 및 대형 정부 

ID 프로그램을 위한 오랜 수명의 카드를 확실히 

제공합니다. 투명 또는 홀로그램 오버라미네이트 

패치가 더욱 높은 카드 내구성과 더욱 오랜 

수명의 ID 크리덴셜을 제공합니다.  내구성 

재전사 필름 옵션은 이보다 더욱 향상된 긁힘 

마모 방지책을 제공합니다. 보안  프린팅 및 

보안 라미네이션을 포함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으로 위변조로 부터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FARGO HDP8500은 오랜 수명의 ID 

카드를 위한 프린팅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
신뢰성 있고 연속적인 ID카드 제작.

고화질 프린팅

가장 고화질의 이미지를 고기능 

기능하는 카드에 레이어로 

제공합니다. HDP 필름은 내장된 

전자부품의 폭과 자리에 맞춰 Prox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표면에 

통합됩니다.

대용량 성능

신제품 FARGO® HDP8500 산업용 카드 프린터/

인코더와 함께 HID Global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용량 성능의  ID 카드 프린터를 

제공합니다.

FARGO HDP8500은 HID의 High Definition 

PrintingTM (HDP®) 기술과 함께 대용량의 고생산 

크리덴셜 개인화와 발급을 위한 우수한 품질의 

산업용 ID 프린터입니다. 특히 대규모 정부 ID 

카드 프로그램,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서비스부 작업 및 대규모 대학, 기업등의 대용량 

사이클 여건에 적합합니다.

FARGO HDP8500와 함께, 향상된 카드와 소모품 

관리에서 공기 필터까지, 신뢰성을 높히는 

기능이 가득한 프린트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최고, 최대의 성능을 갖춘 시스템—업계에서 

가장 높은 카드 입력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의 운영자의 개입을 필요로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HDP 8500은은 HID Global 

Trusted Identity PlatformTM (TIP)의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며, 운용성과 발급 보안을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운영자 PIN 번호 액세스와 

다중 잠금 입력 포인트, 데이터 암호화와 Resin 

리본 데이터 제거 기능이 있는 내장된 보안 

기능으로, 시스템 보안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사이클과 제작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FARGO HDP8500은 완전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HID Global의  45년 제조  우수성과 

3년 하드웨어 보증서로, 비교할 수 없는 품질, 

성능, 그리고 보안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튼튼하고 강력한

HDP8500은 다른 데스크톱 

프린터보다 더욱 단단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체 금속 

캐비넷과 정밀히 가공된 내부 

컴포넌트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으로부터 부품 피로와 일반적인 

마모 현상을 이겨냅니다. 



향상된 옵션과 보안을 위한 신축성있는 기술

FARGO HDP8500은 HDP 기술을 이용하여 

염료승화 이미지를 카드 표면에 전사하기 전에 

중간에 재전사 필름에 프린트합니다. 더욱 

광범위한 카드 재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유연한 기술은 아이덴티티 변조와 공격에 대해 

더욱 잘 방어할 수 있으며, 내장된 전자부품들로 

인해 불규칙한 표면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위한 향상된 시스템 신뢰성

기후통제가 안되는 지역, 높은 온도, 먼지, 

잔해물은 성능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끼쳐 

생산성과 전체 프린트 품질,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FARGO HDP8500은 

가장 문제되는 운영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공기흐름과 필터 시스템, 카노피 

먼지 밀봉과 내부 온도 센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합한 프린팅 조건을 유지합니다. 

원치 않는 공카드 표면의 잔해물을 제거하는 

복수의 인라인 클리닝 시스템 스테이션과 특별 

커버로 보호된 카드 패스 센서가 카드 프린트 

불량과 프린터 Jam을 예방합니다.  

강력한 스테퍼 모터가 오랜 프린트 시프트동안 

향상된 카드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린터의 기어박스 디자인, 금속 재질의 

회전 축 부품과 소모품 카트리지가 신뢰성 있는 

소모성 물품의 관리를 보장합니다. 

향상된 보안, 생산량, 내구성을 위한 고도의 

시스템 성능 

정부 기관들은, 프린터에 대해서서 최고의 보안 

기능을 요구하는 것과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 그리고 더욱 오랜 수명의 카드를 필요로 

합니다. HID Global은 이 모두를 충족합니다. 

FARGO HDP8500은 모든 액세스 포인트에 

물리적 자물쇠가 있어 프린팅 전 뿐만 아니라 

프린팅 후에도 리본과 필름 소모품 및 카드를 

보호합니다.  또한 프린팅 Job이 전송되고 나서도 

프린터를 전자 방식으로 잠글 수 있는 보안 

PIN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몇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고도의 암호화 표준  

(AES) 256을 이용하여 전자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한 리본 패널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Resin필름 삭제 기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광  (F) 패널 리본이 있는 UV 프린팅, 홀로그램 

재전사 필름 및 Overt, Covert, Forensic의  

삼단계 보안 레벨을 제공하는 박막 라미네이팅 

필름과 오버라미네이트를 제공합니다.

HID Global의 FARGO HDP8500은 동시 처리 

기능이 있어 시프트(8시간)당 카드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시스템은 하나의 카드를 

인코드하는 동시에 두번째 카드를 프린트하며 

세번째 카드를 라미네이트합니다. 또한 두개의 

추가 프린트 모드를 스탠더드 프린트 모드와 

함께 제공해 귀사의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고성능 모드는 풀컬러, 단면 인쇄 기준 시프트당 

약 1,000장  속도로 가장 빠른 생산량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모드는 향상된 프린트 

품질을 제공합니다. 또한HDP8500은 특허받은 

이중 입력 호퍼 기능이 있는 사용자의 개입없이 

두개의 다른 카드 종류에서 자동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재전사 프린터입니다.

마지막으로, FARGO HDP8500은 0.6 mil와 1.0 

mil의 투명 또는 홀로그래픽 오버라미네이트 

패치로 더욱 높은 카드 내구성과 더 오랜 수명의 

ID 크리덴셜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성능

HDP8500은 더욱 오래 가고 

방해받지 않으며 고용량의 배치 

프린트 작동을 유지합니다. 

대용량의 소모품과 카드 출력 

호퍼가 다운타임을 최소화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프린트 환경과 

내부 카드 플랫트너로 지속적인 

고품질 카드 생산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보안

HDP8500의 특별한 기능들은  

전세계 정부 ID 발급자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게 합니다. 입력과 

리젝트 호퍼에 있는 프린트 재료와 

카드는 모두 물리적 자물쇠로 

보호됩니다. 프린트된 카드는 

밀봉된 출력 호퍼로 보내지고 잘못 

프린트되거나 잘못 인코드된 카드는 

내부 리젝트 통에 안전하게 담겨져 

신분 도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프린터는 HID Globa의 신뢰받는 

아이덴티티 플랫폼 (TIP)내에 

구성되어 있어 고도 보안의 프린트 

작업 승인을 발급시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또한 프린터로 전송되면서 

AES-256 비트 암호화로 보호되며 

독특한 데이터 삭제 기능으로 

사용한 프린트 리본에서 정보를 

볼 수 없게 합니다. 옵션으로 고객 

맞춤 보안 소모품 기능은 귀사의 

특별한 대형 ID 프로젝트에 사용된 

프린터와 소모품 사이에 독점 보안 

링크를 만듭니다.



경비절감을 위한 편리한 운영

정부 기관들은 가장 낮은 경비의 운영에 

촛점을 맞춘 프린팅을 요구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업계를 리드하는 제품 보증서로 모두 

지원받는 예상할 수 있는 정비 스케쥴과 제한된 

서비스 요건을 요구합니다. FARGO HDP8500

은 연속적인 카드 제작 시 최소한의 작업자의 

개입이 필요하도록 이중 200장 호퍼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400장의 카드 입력 용량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초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우수한 프린터 상태, 점검 및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완벽히 관리 가능한 

카드 패스가 있어 카드 생산량을 시각적으로 

감시하며, 간편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옵션으로 안돈라이트(andon light) 

시스템-제조상태표시등-은 운영자에게 광범위한 

보안 프린트 환경에서 시각적인 원격 프린터 

상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FARGO 

HDP8500은 업계에서 가장 오랜 보증 기간을 

제공하며,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시스템 확장성

ID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단지 단면 

프린팅만 요구할 뿐이며 또 일부는 이중면 

프린팅, 라미네이팅과 함께 기술 카드 인코딩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조직은 현재 필요로하는 

특정 요건을 필요로 하고 또한 동시에 향후 

추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FARGO HDP8500은 바로 이러한 다용도를 

위한 프린터 시스템입니다. 다음을 포함해 특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 ISO 마그네틱 인코딩

•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 카드 인코딩

• ISO 카드 Flattener

• 안돈라이트(Andon Light) 원격 운영자 피드백 

• 라미네이션 모듈

FARGO HDP8500은 이 모든 시스템 옵션을 필드 

업그레이드 가능 모듈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프린트 시스템은 귀사의 필요 기능이 늘어나면서 

확대될 수 있고 미래에 요구 사항이 바뀔때 다른 

솔루션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HDP8500은 Genuine HID 기술과 

완벽히 상호 호완적입니다. 따라서 프린터는  

HID ecosystem에서 다른 제품들과 호환성이 

보장되며 조직들은 기존의  HID 기술 투자를 

레버리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 ID 개인화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요소
HDP8500은 대용량 사이클의  ID카드 분산 발급 

시스템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HID는 

운영의 생산성, 보안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다섯 주요 

기능 분야를 고려하였습니다.

어느곳에서도 고화질 ID를 생산

보안 정부대 시민 ID 카드 생산은 

이제 더이상 중앙 소재지에서 

하나의 고용량 프린터 시스템으로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과 서비스부는 중앙방식과 

원격으로 여러곳에서 모든 규모의 

인구 센터를 만족시키는 통합 

방식으로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와 내부 프린트 서버와 

함께, HDP8500 프린터/인코더는 

함께 안전하게 네트워크로 묶여 

대용량의 ID 카드 발급을 하나 

이상의 공통 또는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지속적 배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확장성

신축성 있는 프린트 
기술 

운영의 편리성

프린터 시스템 신뢰성

시스템 성능



* 리본 종류와 프린트된 리본 패널을 나타내며 여기서 Y=황색, M=자홍색, C=청록색, K=흑색 수지, I=억제, F=형광, H=열접착.

** 프린트 스피드는 대략적인 프린트 스피드이며 카드가 출력 호퍼에 들어간후 다음 카드가 출력 호퍼에 들어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프린트 스피드는 인코딩 시간이나 PC의 이미지 처리 필요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리시간은 파일 
사이즈,  CPU, RAM 용량과 프린트시 사용가능 리소스에 따라 다릅니다.

*** Linux 버전: Ubuntu 7.10, Red Hat Enterprise Desktop 5, Fedora Core 7, Fedora Core 8, openSUSE 10.3.

프린트 방식 HDP염화 승료 /Resin 열전사 

프린트 플랫폼 양면 프린팅 (기본 지원)

해상도 300 dpi (11.8 dots/mm)

색상 1,670만까지 / 픽셀당 256 단계 

프린트 스피드 (배치 모드)**

• 시프트(8시간)당 1200 카드까지/카드당 24 초  
(YMC 재전사 기준)*

• 시프트(8시간)당 992 카드까지/카드당 29 초 

   (YMCK 재전사  기준)*

• 시프트(8시간)당 720 카드/카드당 40 초

   (YMCKK 재전사 기준)*

양면 프린팅/인코딩 기본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허용 스탠더드 카드 사이즈 CR-80 (3.370" L x 2.125" W/85.6 mm L x 54 mm W)

허용 카드 두께 .030" (30 mil) to .050" (50 mil)/.762 mm to 1.27 mm 

이중 입력 카드 카트리지/용량 (2) 200-카드 호펴; 총용량 400 카드 (.030"/.762 mm)

출력 호퍼 카드 용량 (1) 200-카드 호퍼 (.030"/.762 mm)

소르트웨어 드라이버 Windows® XP/Server 2003/Vista (32 & 64 비트)/Server 2008 R2 
(64 비트)/7 (32 & 64 비트); Mac OS X v10.4/v10.5; 및 Linux*** 

프린트 부위 CR-80 카드에서 가장자리 위로

보증
• 프린터—3년
• 프린트헤드—평생; 무제한 패스

옵션

• 고 내구성 HDP 필름
• 카드 라미네이션 모듈—동시 양면 라미네이팅
• 보안 독점 소모품 시스템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인코딩
• 고객 맞춤 보안 홀로그램 HDP 필름과 오버라미네이트
• 스마트 카드 인코딩 (접촉식/비접촉식)
• Andon Light(제조 상태 표시등)
• iCLASS® 프로그래밍 플랫폼 키트
• ISO 카드 Flattener
• 프린터 클리닝 키트
• 레이저 조각기 (Q3, 2012)

동시 처리 성능: 

인코드/프린트/라미네이트를 동시에

총 400 카드 용량의 이중 잠금 입력 호퍼

PIN 액세스와 함께 3.5-인치 그래픽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3년 완전 보증와 평생 프린트헤드 보증  

내구적 HDP 소모품과 프린트 보호 

물리적 하드웨어 잠금 장치

공기유통 필터 시스템: 

미세 공기필터, 고풍량 팬, 먼지 방지 도어 실링 

및 내부 온도 센서 

복수 인라인 카드 클리닝 스테이션

Resin필름 데이터 삭제 및 데이터 보호 기능

필드 업그레이드 가능 프린터 옵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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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GO® HDP8500 산업용 카드 프린터/인코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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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Global: 보안 아이덴티티 제공을 

위한 신뢰받는 소스

HID Global은 국가 신분증에서 운전 

면허증, 전자 보건 및 혜택 지원 전자 

카드(EBT Card) 까지 대규모 안전한 

정부대 시민 ID 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200,000대 이상의 FARGO 

ID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카드 

제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서비스를 포함해 독특한 여러 보안 

ID 기술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수백의 정부들이 HID Global을  매일 

시민들에게 보안 크리덴셜 을 제공하는 

소스로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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