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표

HID® FARGO® INK1000 소모품
HID FARGO INK1000 프린터/인코더의 성능 최적화에 사용되는 HID Global의 정품 소모품과 액세서리
 INK1000 열전사 잉크젯 카트리지: HID FARGO INK1000 프린터는 용제 기반의 잉크인 YMC(노랑, 마젠타, 사이안)
가 들어 있는 싱글 잉크 카트리지를 활용하여 풀컬러 카드 디자인과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복합 재료 블랙 인쇄가
가능합니다.
• HID FARGO INK1000이 생성하는 복합 재료 블랙은 일본어, 아랍어, 키릴 문자 등의 복잡한 문자도 정확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설치가 간편하고 장착이 쉬운 카트리지에 담은 특별 제작 잉크는 표준 및 규격 PVC 카드와 복합 재료 카드 기준을
자연스럽게 준수합니다. 또한, UV 안정성을 지닌 잉크의 본래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와 텍스트가 향상된 페이드
저항성을 지닙니다.
• 단일 잉크 카트리지는 카드 디자인에 따라 리본 기반 인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카트리지당 카드 250-1,300장). HID FARGO INK1000에는 편리한 잉크 측정 툴이 장착되어 특정 카드
디자인/이미지에 따라 카트리지당 대략적인 카드 출력량을 계산합니다.
 카드: 그래픽 품질의 UltraCard™ 논테크 카드는 스크래치와 잔해를 줄여주는 광택 표면을 통해 인쇄된 이미지의 품질을
최적화합니다.
 청소 도구: 잉크 카트리지 프린트 헤드 청소 면봉과 거즈 청소 패드는 최적의 인쇄 품질을 지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린터 성능을 떨어뜨리는 먼지나 잔해, 누적된 찌꺼기 등을 세척해 줍니다.

HID FARGO 열전사 잉크젯 카트리지 소모품 - HID FARGO INK1000용
부품 번호 설명
062100 Cartridge, Ink YMC, INK1000
열전사 잉크젯 카트리지 사용 및 보관 사양표
개봉 전 잉크 카트리지 수명

카트리지 충전일(제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개봉/설치 후 잉크 카트리지 수명

프린터의 카트리지 설치일부터 6개월*
32° ~ 95° F (0° ~ 35° C) / 20% ~ 70% RH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잉크 카트리지의 적절한 수송, 보관 및 처분에 있어 현지 규정을 준
수하십시오. 안전보건자료(SDS)를 요청하려면 다음 웹사이트에 방
문하십시오: https://www.hidglobal.com/compliance-certifications/compliance-case

보관 환경

규정 및 안전

*사양표는 일반적인 보관/사용 수명 범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사례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저장/사용 수명은 이러한 범위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hidglobal.com

HID FARGO UltraCard
INK1000 허용 카드 크기/두께/구조: CR-80 / 30mil / PVC, 압축 가공된 PVC, 복합 재료(PET/PVC, 외부 레이어는 PVC),
라미네이션 PVC(신용카드 구성). HID는 HID UltraCard™ 카드와 기타 제조업체가 생산한 규격 PVC 카드 모두에 확장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카드가 테스트/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HID Global의 HID UltraCard 브랜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UltraCard 및 UltraCard Premium). HID 브랜드가 아닌 PVC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해당 카드 스톡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최종 고객은 HID 파트너와 카드 샘플 테스트 일정을 예약하여 구매 전 카드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ID 영업사원 또는 가까운 HID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하기 목록의 카드는 모두
표준 크기 CR-80입니다.
부품 번호

설명

081754

UltraCard 30mil 카드 – PVC: 중간 수준의 견고함을 제공하는 FARGO 인증 UltraCard PVC 카드 - 1박스에 카드 500장

082136

UltraCard 30mil 카드 – 고급 복합 재료: 더 튼튼하고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FARGO 인증 UltraCard 고급 복합 재료 카드 - 1박스에 카드
500장

UltraCard는 논테크 카드입니다. HID Global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크 카드를 확인하려면 다음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hidglobal.com/product-display/cards-and-credentials . 또는 딜러나 통합업체, HID 영업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HID FARGO 청소 도구 - HID FARGO INK1000용
HID Global은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프린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잉크 카트리지를 변경할 때마다 FARGO INK1000
프린터를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품 번호 설명
062150 청소 키트 INK1000 – 거즈 청소 패드 10장, 잉크 카트리지 프린트 헤드 청소 면봉 4개
062151 잉크 거즈 청소 패드 – 10팩
062152 잉크 프린트 헤드 청소 면봉 – 4팩
FARGO 카드 프린터/인코더는 전문 미디어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카드 인쇄 품질과 내구성, 잉크젯 카트리지 프린트 헤드의 수명, 프린터/인코더의 안정성을
최대화하려면 HID FARGO 소모품만 사용하십시오. HID 소모품의 미사용 시 HID 보증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추가 액세서리에 대한 정보는
딜러나 통합업체, HID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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