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저렴한 Zebra 단면 풀 컬러 카드 
프린터

Zebra P110i 는 컴팩트형 설계로 다양성과 안정성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간이 

제약적인 작업 환경과 적은 예산에 이상적인 Zebra P110i 는 단면 인쇄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단색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카드 인쇄를 위해 P110m 을 선택하십시오.

컴팩트형의 유연성 있는 설계

» 좁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어떤 장소에든 

쉽게 설치할 수 있음

» 무게가 4.3kg (10파운드)도 안 됨

» 컬러 (P110i) 또는 단색 전용 인쇄 (P110m)

편리한 사용

» 설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교육비를 절감시

켜 주는 직관적인 설계

» 프린터 상태와 오류 메시지를 보여 주는 

LCD 화면

» 카드 소모품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카드 커버

» 간단한 프린트 헤드 교체 - 도구가 필요

하지 않음!

안정적인 성능

» 높은 안정성과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사용하는 

고강도 플라스틱공학과 고급 전자공학을 

접목한 설계

» 동급 프린터 중 유일하게 내장 LCD 화면에 

포괄적인 프린터 상태와 피드백 표시

» 마그네틱 띠 인코딩 (HiCo/LoCo) - 옵션

i SeriesTM 기능

» 자동화된 컬러 최적화 및 드라이버 구성 

기능 (P110i 만 해당)
» 고급 리본으로 최상의 색상 출력 (P110i 만 

해당)
» 리본 이미지 카운터 및 리본 부족 알림 

기능 (P110i 만 해당)

Load-N-Go 리본 카트리지

간편한 리본 교체용 카드 클리닝 롤러가 

내장된 Load-N-GoTM 리본 카트리지

적합한 경우:

» 개인별 신용/직불/ATM 카드

» 사원증

» 학생 및 교직원 ID 카드

» 출입증

» 회원 및 고객 카드

» 개인별 기프트 카드

» 방문자 ID 카드

P110m 카드 프린터

P110m은 단색 인쇄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비용 효율적인 카드 인쇄 

솔루션입니다.

P110i 및 P110m 카드 프린터 



P110i / P110m
카드 프린터 제품 사양

일반 사양
» 카드 공급 장치 통합

» Load-N-GoTM 드롭인 리본 카트리지

» LCD 디스플레이 (16자)

» Windows® 2000, XP용 Windows 드라이버 (P110i, P110m), Server 2003® 

및 Vista와 호환 가능 (P110m)
» 2 년 간 프린터 보증

» 2 년 간 정품 프린트 헤드 보증 (무제한 패스)

인쇄
» 컬러 염료 전사 (P110i) 인쇄 또는 단색 (P110i / P110m) 열전사 인쇄 

» 300 dpi (11.8도트/mm) 의 인쇄 해상도

» 풀 컬러 (P110i) 단면 (YMCKO) 인쇄 시 카드당 30초의 인쇄 속도

(120장/시간)
» 카드당 7.2 초 (500*시간) 단색 단면

* 카드당 평균 인쇄 범위에 따른 인쇄 속도

바코드
» 코드 39, 코드 128 B 및 C (검증번호 포함/제외)
» 2/5 및 2/5 인터리브

» UPC-A, EAN 8 및 EAN 13
» Windows 드라이버로 PDF-417 2D 바코드 및 각종 기호 인쇄

카드 사양
» 종류: PVC, 합성 PVC
» 카드 너비/길이: ISO CR-80 - ISO 7810, 54mm (2.12인치) x 86mm 

(3.38인치)
» 마그네틱 띠 - ISO 7811
» 접촉식 및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 카드 두께: 30 mil (.76 mm)
» 카드 공급 장치 용량: 카드 100장 (30 mil)
» 카드 출력 호퍼 용량: 카드 45장 (30 mil)

통신 인터페이스
» USB 1.1 (USB 2.0 호환) 케이블 포함

» 10/100 Mbps 내장 이더넷 (옵션)

리본 사양*

» 카드 클리닝 롤러가 내장된 Load-N-GoTM 리본 카트리지

» i SeriesTM 리본 정보 기술

» YMCKO: 카드 200장/카트리지

» 단색:  카드 1000장/카트리지 (검정, 파랑, 초록, 금색, 빨강 또는  

 은색), 카드 850장/카트리지 (흰색) 
* 최고 성능을 위해 Zebra 순정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기계 사양
» 너비: 201 mm (7.9인치)
» 깊이: 328 mm (12.9인치)
» 높이: 235 mm (9.25인치)
» 무게: 4.3 kg (9.5파운드)

전기 사양
» 100 ~ 240볼트 AC, 50~60Hz (자동 변환)
» 8MB 이미지 메모리 표준

» FCC Class A, CE, UL, CUL 및 CCC 승인

환경 사양
» 작동 온도: 섭씨 15 ~ 30도 (화씨 60 ~ 86도)
» 작동 습도: 20% ~ 65%, 비응축

» 보관 온도: 섭씨 -5 ~ 70도 (화씨 23 ~ 158도)
» 보관 습도: 20% ~ 70%, 비응축

» 통풍 상태: 공기 흐름이 원활해야 함

옵션
» 10/100 Mbps 내장 이더넷

» 마그네틱 인코더 (30 mil 카드 전용), 3 트랙 HiCo/LoCo
» CardSenseTM 단일 카드 공급 장치 모드

» P110i 스타터 키트 (200 - 30 mil PVC 카드 및 리본)
» 클리닝 키트 (프린트 엔진 클리닝 카드 4장 및 공급 장치 클리닝 

카드 4 장)

Zebra 의 순정 부품
» 카드 프린터 부품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쇄 품질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Zebra 순정 부품

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Zebra 카드 프린터의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www.zebra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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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Card Printer Solutions
1001 Flynn Road
Camarillo, CA 93012-8706
USA
전화:  +1 805 579 1800 
팩스:  +1 805 579 1808 
미국 내 무료 전화:  800 452 4056
이메일: cards@zebra.com

유럽, 중동, 아프리카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Card Printer Solutions
The Valley Centre, Gordon Road
High Wycombe 
Buckinghamshire HP13 6EQ, UK
전화:  +44 870 241 1527
팩스:  +44 870 241 0765
이메일: eurosales@zebra.com

아시아 태평양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Card Printer Solutions 
120 Robinson Road 
#06-01 Parakou Building 
Singapore 068913
전화:  +65 6858 0722 
팩스:  +65 6885 0836 

이메일: asiasales@zebra.com  

라틴 아메리카

Zebra Technologies Corporation
Card Printer Solutions
9800 NW 41st Street, Suite 220
Doral, FL 33178
USA
전화:  +1 305 558 3100
팩스:  +1 305 558 8485
이메일: latinsales@zebra.com

Zebra P110i 카드 프린터용 소프트웨어 드라
이버는 테스트를 통해 Windows® 호환을 위한 
Microsoft®  표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Microsoft, Windows 및 Windows 로고는 미국, 
대한민국 및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Microsoft 
Corporation 등록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