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사양

제품 가격, 사양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Windows® 지원은 마이크로 소프트 지정 솔루션 제공회사를 통해 유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터보 부스트 시 최대 주파수 (1 코어만 활성화 )※2 LCD는 액정의 특성상 화면의 일부가 켜지지 않는 화소 (도트) 및 상시 점등하는 화소, 불균일한 밝기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장이 아니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3 간이 스캔이 목적이므로 정밀도보다 편리성을 중시합니다. 강성이 없어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것, 검은 색, 투명, 광택 반사율이 높은 표면은 스캔할 수 없습니다. 얇은 것, 대칭 형상, 특징이 없는 것 등은 스캔할 수 없습니다. ※4 대응 프로파일：
Serial Port Profile(SPP), Service Discovery Applicaton Profile(SDAP), Dial-Up Networking(DUN), Generic Object Exchange Profile(GOEP), Object Push Profile(OPP), File Transfer Profile(FTP), Synchronization Profile(SYNC), Hard Copy Cable 
Replacemen(t HCRP), Personal Area Networking Profile (PAN), Human Interface Device Profile(HID), FAX Profile(FAX), Basic Imaging Profile(BIP), Headset Profile(HSP), Hands Free Profile(HF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A2DP)  
※5 부속품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증 내용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에 준합니다. 또한 국가,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1 에너지 소비 효율은 에너지 절약법에서 정하는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된 소비 전력을 에너지 절약법에서 정하는 복합 이론 성능으로 나눈 것입니다.
※ 환경 조건 (동작 시) : 온도 0～35℃(광 드라이브 미사용 시), 온도 5～35℃(광 드라이브 사용 시), 상대 습도10～90％(단, 결로하지 않을 것). (비작동 시:) 온도 -20～60℃, 습도5～95%(단, 결로하지 않을 것).

안심 표준 보증
HP Sprout Pro는 3년 표준 보증(3 연간 익일 온사이트 방문 서비스와 3 연간 부품  
보증)을 제공하며, 신속한 복구 및 다운 타임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확실한 일본 지원 
HP 의 모든 법인용 PC 제품의 고객 지원은 일본에서 100%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 고객 콜센터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HP Care Pack 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hp.com/jp/services

안심 지원 체제
표준 보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다양한 메뉴
하드웨어 온사이트
HD 반환 불필요 다음날 대응 
온사이트에서H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수리 교체를 실시한 후 교체된 HD는HP 가 
소유하지 않고 고객에게 소유 권리를 부여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안심 하드웨어 설치 & 데모 서비스 
고객을 방문하여HP Sprout Pro설치 및 초기 설정을 마친 후, HP Sprout Pro 제품소개 및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데모를 진행합니다. 

OS Windows 10 Pro(64bit)

프로세서 Intel® Core™ i7-7700T 프로세서 (2.9GHz - 3.8GHz※1, 코어 4 / 스레드 8, 캐시 8MB）

칩셋 Intel® H170 Express 칩셋 

메모리 16GB(2×8GB)2400MHz DDR4-SODIMM

내장 스토리지 512GB SATA SSD

그래픽 타입 Intel® HD 630 그래픽 및 NVIDIA® GeForce® GTX 960M(2GB GDDR5)

액정 디스플레이 23.8 인치 와이드 풀 HD 10 포인트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2, LED 백라이트 (1920×1080 / 최대 1,670 만 컬러)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해상도 1920×1280(키스톤 보정) 이미지 해상도 73ppi

고해상도 카메라
최대 14.6 메가 픽셀 (4416×3312), 프레임 레이트 4416×3312 최대7fps / 2208×1656 최대30fps / 1104×828 최대60fps, 출력 포맷 YUV422,  
다운 포커스 카메라 

HP Sprout 3D 캡쳐 모듈  
(간이 3D 캡쳐)※3 3D 깊이 인식 카메라 방식, 3D 해상도 1mm이하～10mm(대상물 의존), photo realistic200ppi, 출력 포맷 OBJ

web 카메라 최대 2 메가 픽셀 HD web 카메라 

네트워크 컨트롤러 내장 Intel® Ethernet Connection I219-V(1000BASE-T / 100Base-TX / 10Base-T) 

무선 LAN Intel® Dual Band Wireless-AC 8260(IEEE 802.11a/b/g/n/ac WLAN)+ Bluetooth 4.2※4

터치 매트 HP 터치 매트 21.3인치(3:2), 사이즈 573×394mm, 20 포인트 멀티 터치 지원 (손가락 또는 HP액티브 펜）

디지타이저 펜 HP 액티브 펜

기타 입력 디바이스 HP 키보드, HP 마우스

인터페이스
HDMI 2.0 포트 (Intel® HD 그래픽 관리) ×1, USB 3.0 포트 ×4, HP 3-in-1 미디어 카드 리더 SD, SDHC, SDXC 대응, 마이크 입력 / 헤드폰 출력 콤보 포트 ×1,  
네트워크 포트 (RJ45)

오디오 기능 Bang & Olufsen HD 오디오, Conexant CX9001 HD 오디오 코덱, 내장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마이크 

사이즈 (폭 × 깊이 × 높이） 제품 본체 673×586×569mm(터치 패드 배치 시), 포장 상자 813×397×688mm

무게 제품 본체 약 12.8kg, 포장 시 약 20.1kg 

소비전력 (최대） 약350W

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1 U 구분 0.129(AAA)

주요 소프트웨어 HP WorkTools(Sprout 전용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설정, 데이터 관리, Sprout Pro 하드웨어 설정 등 

주요 부속품※5 전원 코드, 보증서 등 

보증기간※6 3년 보증 (3년간 익일 온사이트 지원, 3년 간 부품 보증)

고품질 고정밀 3D 스캔 기능과 Intel® Core™ i7 프로세서 탑재 컴퓨터의 조합은 현실 세계의 물체를  

가상 세계에서 리얼하게 재현합니다 

HP에서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제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안전 상의 주의 사용 시에는 제품에 첨부된 취급 설명서를 잘 읽으신 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물, 습기,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 감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JWA12000-01

HP제품 및 구입문의:

080-703-0706　

HP Sprout Pro 제품 관련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hp.com/jp/sprout_pro 에서 확인하세요

Intel, 인텔, Intel 로고, Intel Inside, Intel Inside 로고, Intel Atom, Intel Atom Inside, Intel Core, Core Inside, Intel vPro, vPro Inside, 
Celeron, Celeron Inside, Itanium, Itanium Inside, Pentium, Pentium Inside, Xeon, Xeon Phi, Xeon Inside, Ultrabook 는 미국 및 /또는 기타 국가 
내Intel Corporation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 내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 내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인용된 제품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재되어있는 회사명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재 사항은 2017년5월 현재 내용입니다. 표지 제품 사진은 해외 사양입니다.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2018 HP Development Company, L.P.



HP Sprout Pro by HP G2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몰입형 컴퓨터

제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안전 상의 주의 사용 시에는 제품에 첨부된 취급 설명서를 잘 읽으신 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물, 습기,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고장, 감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JWA12000-01

HP제품 및 구입문의:

080-703-0706　

HP Sprout Pro 제품 관련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www.hp.com/jp/sprout_pro 에서 확인하세요

Intel, 인텔, Intel 로고, Intel Inside, Intel Inside 로고, Intel Atom, Intel Atom Inside, Intel Core, Core Inside, Intel vPro, vPro Inside, 
Celeron, Celeron Inside, Itanium, Itanium Inside, Pentium, Pentium Inside, Xeon, Xeon Phi, Xeon Inside, Ultrabook 는 미국 및 /또는 기타 국가 
내Intel Corporation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 내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기타 국가 내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인용된 제품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재되어있는 회사명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재 사항은 2017년5월 현재 내용입니다. 표지 제품 사진은 해외 사양입니다.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2018 HP Development Company, L.P.



교육∙연구 기관

연구소∙대학 연구실

∙  디스플레이, 매트 및 카메라에서 생중계  

프레젠테이션 

∙ 문서 캡쳐 

∙ 디지털 아카이브 

교무실

∙ 자료를 스캔하여 교재 작성

∙ 지도 기록 

∙ 교무용∙작업용 컴퓨터 

교실

∙ 2D, 3D 카메라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수업 

∙ 여러 학생들의 프로젝트 및 콘텐츠 작성 

데스크탑 PC를 재정의 하는 새로운  
몰입형(Immersive )컴퓨터의 상륙

혼합 현실(Blended Reality)의 미래상

HP는 세계 최초로 몰입형 컴퓨터인Sprout Pro를 출시했습니다.  
HP Sprout Pro는 혼합 현실(Blended Reality) 비전에 따라 제품화합니다.
10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로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증강 현실)과 같이 현실 세계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 정보를 부가하여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는 3D 프린터는 가상 정보로 실제 물체를 만들 수 있어, 제조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HP Sprout Pro로 손쉽게 현실 공간을 자연스럽게 디지털화. 디지털 자료의 편집과 조작을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컴퓨터 환경을 구현합니다.

2016년 HP Sprout Pro

2014년 HP Sprout

PHYSICAL

사람∙장소∙물건

계산∙분석∙통신

센스∙  
캡쳐/생성 
접속∙공동작업

자동으로 
만들어 
수정

DIGITAL
물리적 및 디지털 세계를 융합시켜 가정∙직장 
∙외부에서 혁신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창조합니다.

2



크리에이티브

∙ 3D 스캔 및 인쇄

∙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이용한 스토리보드 작성

∙ 터치나 펜 등 직접적인 조작으로 이미지 제작 

미술관

∙ 데이터베이스

∙ 공동 연구 

∙ 클레이 모델링, 3D 모델 스캔 

∙ 워크샵 등에서 크래프트 소재 스캔 및 복사 

도서관

∙ 참고용 도서 자료 캡처 

∙ 지식을 문서화하기 위한 미디어 작성

∙ 일반적인 데스크탑으로서 활용 가능 

물리와 디지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재, PC의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HP의 PC 연결 방법 재설계. 새로운 기술로  
인터랙티브한 유저 경험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개발했습니다. HP Sprout Pro입니다. 2014 년 개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드디어 혁신적인 1대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2017년 HP Sprout Pro G2

HP에서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제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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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prout Pro

자체 기능, 디자인을 갖춘 혁신적인 몰입형 컴퓨터

듀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터치 디스플레이 외 평면 터치 매트에 프로젝터로 
화면을 투영하여 듀얼 디스플레이 환경을 구현  
획기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 용도가 광범위합니다.

고성능 몰입형 컴퓨터 

최신CPU, 고성능 그래픽, 고속 SSD를 탑재한  
몰입형 컴퓨터 양방향의 얇은 케이스 디자인,  
HP Sprout Pro만의 독자적인 툴로 쾌적하고  
자연스러운 작업 환경을 구현합니다.

대형 터치 매트

프로젝터로 이미지 투영이 가능한 21.3인치  
20포인트 멀티 터치 지원 터치 매트 채택  
손가락이나 펜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조작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

소프트 키보드, 가상 트랙 패드, 터치 디스플레이,  
마우스, 액티브 펜으로 입력 가능. 여러 입력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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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인치 와이드 풀 H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투영형 DLP 프로젝터로 21.3인치 터치 매트에 이미지를 비추어  
직관적인 듀얼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최신 CPU와 
고성능 그래픽 및 2D/3D 캡쳐 기능을 구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용이성과 편리한 기능 등 사용자 중심 개발과  
더불어 3년 보증 및 도쿄 서포트를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3D 스캐너

빠른 스캔 및 고정밀 스캔 2종류의 스캔 솔루션이 가
능합니다. 교육 현장과 3D 콘텐츠 작성,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느낌 

공간이 제한된 장소 설치에도 효과적인 슬림 디자인. Windows와 완벽하게  
통합된 HP WorkTools로 HP Sprout Pro의 독자적인 기능에 신속하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HP WorkTools는 터치 매트 버클 버튼에 배치하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2D/3D콘텐츠와 관련해서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직관적으로  
정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등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하여 사용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캡처 기능 강화 

고성능 3D 카메라로 기본적인 스캔은 단시간에 완성. 대상물을 잡아서 자동으로 
형상을 캡처하기 때문에 쉽게 3D 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 3D Scan 
Software Pro v5※1과3D캡처 스테이지※2를 이용하여 고정밀360°3D모델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캡처 기능이 크게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액티브  
펜을 동봉. 3D 데이터도 이미지대로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1 Sprout전용 HP 3D Scan Software Pro v5는 2017년6월 다운로드 가능 예정.
※2 HP Sprout 3D 캡처 스테이지 (받침대)는 별매.

사용자를 사로 잡는 고성능

제 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는 Intel®터보 부스트 테크놀로지 2.0에 따라  
최대 3.8GHz까지 동작 주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8-way 멀티 태스킹을 구현하는 Intel®하이퍼스레딩 기술을 탑재하였습니다.  
멀티 태스킹 강화로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하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2400MHz DDR4 메모리를 지원하여 DDR3 시스템에 비해  
저전력의 고속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가상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창출하는 균형 잡힌 플랫폼 구현의 관건은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고품질,  
고정밀 3D 스캔 기능과 Intel® Core™ i7 프로세서 탑재 컴퓨터의 조합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서 리얼하게 재현합니다.

HP에서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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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HP Sprout Pro
높은 성능과 독자적인 기능으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생산 현장 등 각각의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 기존 디바이스에서는 어려웠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학생들의 참여 의욕, 학습 의욕을  
향상시켜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

최근 STEAM 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교육  
현장이 증가. 이러한 학습 환경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HP Sprout Pro입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자료를 프로젝터에  
투영시킬 뿐만 아니라 3D 캡처 데이터를 가져와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의 변화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1 개의 플랫폼에 통합시켜  
쉽게 기능을 전환하여 인터랙티브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과 작업 방법에  
있어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하여 필요한 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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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스캔 방식으로 다양한 용도에 대응.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캡처 솔루션
정밀도보다 편리성을 중시하여 대상물을 잡고 신속하게 스캔 완성 인터랙티브 학습이나 3D 콘텐츠 제작 시 간단한 데이터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HP 3D Scan Software Pro v5※1 은 고정밀 3D 모델을 생성. 프로토 타입 제작, 디지털아카이브, 인터넷 쇼핑몰 내 잡화 등 상품  
샘플 제작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HP Sprout Pro의 3D 스캐너는 용도에 맞게 두 가지 유형의 스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발상을 도와주며

3D 콘텐츠 제작 업무 효율화

HP Sprout Pro는 AR이나 VR같은 분야의 콘텐츠  
크리에이션에서도 큰 실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터치 매트에 이미지  
또는 3D물체를 놓고1 프레임마다 이동시켜  
상부 카메라로 연속 촬영합니다. 기존보다  
간편하게 YouTube 및 SNS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터치 매트에 
투영된 영상에 펜이나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추가  
작성하여,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시. 사전에  
디지털 캡처 한 2D/3D 영상을 즉흥적으로 융합하여 
놀라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매장에서 유용한 정보 단말기 

색상과 질감의 변화, 맞춤형 서비스, 가상 피팅 등  
HP Sprout Pro를 도입하여 고객의 상품 선택을  
지원합니다. 일반PC와 비교하여 보다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안내 형식의 서비스 콜라보레이션3D 기능을 
통한 AR 체험 제공, 종량과금 정보KIOSK 단말기,  
듀얼 스크린을 활용한 입력, 출력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 소매점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mera 3D HP 3D Scan Software Pro v5※1

〈기능 특징〉

∙ 고성능 3D 카메라 및 소프트웨어 표준 

∙ 대상물을 3D로 캡처

∙ 기본적인 스캔은 단시간에 완성 

∙ 대상물을 잡아서 자동으로 형상을 캡처 

∙ 표준 기능만으로 처리 가능 

〈사용 용도〉

∙ 교육 환경, 대화형 학습 

∙ 인터랙티브한3D경험

∙ VR 및 AR애플리케이션을 위한3D 캡처 

∙ 3D대상물 사이즈 측정

∙ 프로토 타입 제작 공정 단축화 

〈기능 특징〉

∙ Sprout 와 통합된 3D 스캔 기술 

∙ HP 3D 스캔 소프트웨어 Pro v5 + 3D캡처 스테이지※2

∙ 통합형 3D 뷰어 

∙ 여러 번 스캔하여360° 고정밀 3D 모델 생성 

∙ 자동으로3D 캡처 스테이지※2위치 조정과 3D스캔

∙ 텍스처 지원 

〈사용 용도〉

∙ 교육 환경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

∙ 원활한 3D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와의 제작 환경 가능

∙ VR및AR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3D캡처

∙ 프로토 타입 제작 공정 단축화

∙ 대상물을 디지털화 

※1 Sprout 전용 HP 3D Scan Software Pro v5는 2017년6월 다운로드 가능 예정.
※2 HP Sprout 3D 캡처 스테이지 (받침대)는 별도 판매.

HP에서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제7세대 Intel® Core™ i7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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