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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 – 동적 보안 지원 프린터

HP 프린터는 정품 HP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쇄 
업계의 표준으로, HP 프린터는 카트리지를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특정 HP 프린터의 
경우 이 인증 프로세스에는 동적 보안 조치가 포함됩니다. 동적 보안은 카트리지의 보안 칩 또는 
전자 회로와 통신하는 프린터의 기능에 의존합니다. HP는 지속적으로 동적 보안 조치를 사용하여 
고객 경험의 품질을 보호하고, 인쇄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동적 보안이 장착된 프린터는 새 HP 칩이나 전자 회로 또는 재사용 HP 칩이나 전자 회로를 장착한 
카트리지로만 작동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해당 프린터는 동적 보안 조치를 사용하여 타사 
칩이나 개조되거나 타사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카트리지를 차단합니다. * HP 칩 또는 전자 회로를 
재사용하는 재사용, 재제조 및 리필 카트리지는 동적 보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된 펌웨어 업데이트는 동적 보안 조치의 효과를 유지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프린터의 기능을 개선, 향상 또는 확장하고,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다른 용도로 
지원하지만, 이러한 업데이트는 현재 작동되는 카트리지를 포함하여 타사 칩이나 개조되거나 타사 
회로를 사용하는 카트리지를 프린터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HP 
프린터는 자동 또는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알림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펌웨어 업데이트 설정을 구성하려면 프린터의 사용 설명서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hp.com 에서 프린터를 검색하여 설명서 및 기타 문서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stant Ink 와 같은 특정 HP 프로그램에 프린터를 등록하거나 HP ePrint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자동 온라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락하도록 프린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HP 프린터 및 정품 HP 카트리지는 최상의 품질, 보안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카트리지가 복제 
또는 위조되면 고객이 품질 및 잠재적인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인쇄 환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이 아닌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HP 제한 보증이나 프린터에 대한 HP 지원 계약을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HP 제품이 아닌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생기는 프린터 또는 프린트 헤드 오류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제한 보증이나 지원 계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P 제한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8.hp.com/us/en/privacy/limited_warranty.html 을 참조하십시오. 

*타사 칩 및 개조 또는 타사 전자 회로는 HP에 의해 생산 및 검증되지 않습니다.  HP 제품이 아닌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공업체가 카트리지에 정품 HP 보안 칩 또는 수정되지 않은 HP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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