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업무환경을 위한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
HP 모빌리티 솔루션

2in
PC
리형
1분

30%

“ 분리형 PC의 가벼운 무게에 기대가 크다. 기존 HP 노트북도
휴대성이 우수한 제품이었지만 잦은 이동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다. 아울러 이전 제품보다 더 넓어진 터치
패드와 액티브 스타일러스 펜으로 소규모 프레젠테이션 시
유용했다. ”

· 여러 가지 모드 (태블릿, 스탠드 모드 등)로 다양한 업무환경에 최적화
· 얇고 가벼운 노트북으로 휴대성 개선
· 유·무선 도킹 시스템으로 생산성 강화

2017, HP 모빌리티 라인업
HP x2 210 G2

보험 / 영업 관련 직군, 교육용

HP Pro x2 612 G2

마

합리적인 가격, 강력한 보안

강력한 내구성, 완벽한 보안

합리적인 가격과 태블릿 급의 얇은 두께 ( 태블릿 모드 적용 시 0.92cm )
135도로 기울일 수 있는 힌지 설계로 5가지 모드 활용 가능

4G LTE 지원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업무시
MIL-STD 810G 테스트를 통과한 강력한 내
2048 필압의 와콤 터치펜으로 프레젠테이
소독 가능한 키보드와 백 커버로 병원에서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0.1형 HD 울트라슬림 멀티터치스크린

12형 FHD 울트라슬림 멀티

운영체제

Windows 10 Pro - 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Windows 10 Home

운영체제

Windows 10 Pro - HP는 Win
Windows 10 Home

프로세서

인텔® 아톰™ x5-Z8350 (최대 1.92GHz)

프로세서

인텔®코어™ i7 프로세서

인텔®코어™i5/인텔®코어™M/인

메모리

최대 4GB SDRAM

메모리

스토리지

최대 128GB eMMC

스토리지

최대 512GB M.2 SATA SSD

무게

태블릿 기준 0.85kg, 노트

무게
LTE 지원 여부
보안 기능

태블릿 기준 0.59kg, 노트북모드 기준 1.2kg
미지원
TPM 보안장치

LTE 지원 여부
보안 기능

최대 8GB SDRAM

지원

TPM 보안장치, 스마트 카

HP는 Windows10 Pro를 권장합니다.

업무 적합형 플랫폼 Windows 10 Pro

마케팅 / 기술 관련 직군, 병원, 매장운영

HP Elite x2 1012 G2

마케팅 / 기술 관련 직군, 임원급

프리미엄 디자인, 강력한 성능

시스템 접근 가능
내구성
이션 시 클릭커로 활용 가능
도 사용 가능

티터치스크린

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서 (최대 3.6GHz)

인텔®펜티엄®프로세서중선택가능

업무용 노트북 이상의 성능과 태블릿 PC의 휴대성
4G LTE 지원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업무시스템 접근 가능
Skype에 최적화된 HP 콜라보레이션 키보드 / Bang & Olfusen 오디오
2048 필압의 와콤 터치펜으로 프리젠테이션 시 클릭커로 활용 가능

디스플레이
운영체제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트북모드 기준 1.2kg

무게
LTE 지원 여부

카드리더, 지문 인식 센서

보안 기능

12.3형 QHD 울트라슬림 멀티터치스크린
Windows 10 Pro - 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Windows 10 Home
인텔®코어™ i7-7600U 프로세서 (최대 3.9GHz)
인텔®코어™i5-7300U/인텔®코어™i5-7200U/인텔®코어™i3-7100U프로세서중선택가능

최대 16GB SDRAM
최대 512GB M.2 PCIe SSD
태블릿 기준 0.8kg, 노트북모드 기준 1.15kg
지원
TPM 보안장치, 전면 IR카메라(안면인식), 지문 인식 센서

업무 적합형 플랫폼 Windows 10 Pro
Windows 10 Pro 장치는 업무용 PC에 반드시필요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제어를 갖춘 강력하고 혁신적인 장치로같은 리소스로도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Windows 10 Pro - 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인텔®아톰™ 쿼드코어 프로세서 탑재
10.1형 (1280x800) UWVA 터치 디스플레이 탑재
최대 4GB RAM, 128GB eMMC
무선 WLAN 802.11ac 2x2 듀얼밴드

HP USB 3.0 기가랜 어댑터 (N7P47AA)

HP USB C타입 VGA 어댑터 (N9K76AA)

USB 2.0 혹은 USB 3.0으로 연결되는 기가랜 어댑터로
빠른 유선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혹은 태블릿의 USB C타입 포트에 꽂아 VGA
포트로 활용, 프로젝터 혹은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HP USB C타입 HDMI 어댑터 (N9K77AA)

HP USB C타입 트래블 허브 (Z9G82AA)

노트북 혹은 태블릿의 USB C타입 포트에 꽂아 HDMI
포트로 활용, 프로젝터 혹은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휴대가 간편한 USB C타입 트래블 허브를
활용하여 VGA, HDMI, USB 2.0 및 USB C타입 포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이 포함되어 내구성이 강화된 마그네틱
키보드 포함 (HP Collaboration 키보드)

노트북 모드로

태블릿 모드로

사무실 혹은 외부에서의 문서 작업
시,일반노트북과같이키보드를연
결하여생산성을극대화해보세요.

고객 미팅 시, 부드러운 필기감의
HP 액티브 펜과 함께 메모를 남겨
보세요.

스텐드 모드

텐트 모드

분리 모드

간단한아이디어미팅시,팀원들과
손쉽게아이디어를공유하고토론
해보세요.

과도한업무로스트레스를받을때,
최적의 환경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세요.

스크린과 키보드와 분리하여 이동
시에는 가볍고,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세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2-in-1

HP Pro x2
Windows 10 Pro - 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7세대 인텔®코어™ i프로세서 탑재
12형 (1920x1080) FHD 터치 디스플레이 탑재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HP 퀵 차지 (30분 이내 50% 충전)
최대 8GB RAM, 512GB SDD
WLAN 802.11ac 2x2 듀얼밴드
4G LTE 지원으로 빠르고 편리한 무선 인터넷 연결
후면부 지문 인식, 스마트 카드리더기를 통한 완벽한 보안성
* 세부 사양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악세서리

HP Pro x2 612 G2 보호 케이스 (Z7T26AA)

HP USB C타입 차량용 충전어댑터(Z3Q87AA)

부드러운 천 재질 대신,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여
HP Pro x2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운전 중에도 HP Pro x2를 충전해보세요. 차량에 비치된
시거잭에 연결하여 출장 중에도 HP Pro x2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HP Elite USB C타입 독 (Z9R42AA)

HP 리테일 독 (F3K89AA)

USB C타입 포트로 연결하여 최대의 확장성과 최상의
업무효율을 누리세요. HDMI, Display 포트를 통해 최대
3개의 모니터까지 지원합니다.

HP Pro x2를 HP 리테일 독에 결합하여 사용해보세요.
매장에서 POS와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매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적합형 플랫폼 Windows 10 Pro
Windows 10 Pro 장치는 업무용 PC에 반드시필요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제어를 갖춘 강력하고 혁신적인 장치로같은 리소스로도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P는 Windows10 Pro를 권장합니다.

고해상도 (1920 x1280)의 FH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탈부착 및 소독이 가능하여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프리미엄 트래블 키보드

작업 중 방해가 될 수 있는 손바닥 눌림 방지
개선과 손글씨처럼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와콤 펜

165도로 기울어지는 튼튼한 킥 스탠드,
미 국방성 테스트를 통과한 강력한 내구성

스마트카드리더기와지문인식패드로한층
강화된 보안성

HP Pro x2 612 G2,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활용법

고객미팅 시에는
HP Pro x2를 분리하여 태블릿 모드로 설정, 프리미엄 와콤펜을 활용해서 업무용 노트처럼 사용해보세요. 제안서를 고객과 함께 보면서
논의해야 할 상황에는 와콤펜의 App launch 기능을 클릭커처럼 활용하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작업이 필요할 때
4G LTE 모듈이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외근 중에도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와 빠른 충전, 자동차용 시거잭 충전기로 전원연결에 대한 걱정없이 사용하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2-in-1

HP Elite x2

Windows 10 Pro - 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7세대 인텔®코어™ i프로세서 탑재
12.3형 (2736x1824) QHD 터치 디스플레이 탑재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HP 퀵 차지 (30분 이내 50% 충전)
최대 16GB RAM, 1TB SDD
WLAN 802.11ac 2x2 듀얼밴드
4G LTE 지원으로 빠르고 편리한 무선 인터넷 연결
후면부 지문 인식, 전면부 IR카메라를 통한 안면 인식으로 뛰어난 보안성
* 세부 사양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악세서리

HP Elite x2 1012 G2 보호 케이스 (1HM07AA)

HP Elite USB C타입 독 (Z9R42AA)

부드러운 천 재질 대신,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여
HP Elite x2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USB C타입 포트로 연결하여 최대의 확장성과 최상의
업무효율을 누리세요. HDMI, Display 포트를 통해 최대
3개의 모니터까지 지원합니다.

HP USB C타입 트래블 허브 (Z9G82AA)

HP 무선 도킹 스테이션 (F7M97AA)

이동 중에도 휴대가 간편한 USB C타입 트래블 허브를
활용하여 VGA, HDMI, USB 2.0 및 USB C타입 포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모니터, USB 기기를 HP 무선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해보세요. 쉬운 무선연결으로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적합형 플랫폼 Windows 10 Pro
Windows 10 Pro 장치는 업무용 PC에 반드시필요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제어를 갖춘 강력하고 혁신적인 장치로같은 리소스로도 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HP는 Windows10 Pro를 권장합니다.

태블릿 기준 0.91cm의 얇은 두께

HD보다 4배 선명한(2736x1824) QH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385g의 가벼운 고급 트래블 키보드,
뛰어난 휴대성과 생산성

작업 중 방해가 될 수 있는 손바닥 눌림
방지 개선과 손 글씨와 같이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와콤 펜

7세대 인텔® 코어™ i프로세서, 16GB
RAM, 1TB SSD 탑재로 강력한 성능

지문 인식, 전면IR 카메라를 통한 안면인식
로그인으로 완벽한 보안성

HP Elite x2 1012 G2, 임원 레벨에 적합한 최상의 솔루션

잦은 출장과 미팅이 있어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배터리(4셀, 47Wh)와 HP 퀵차지를 통해 외부에서도 전원에 대한 걱정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 Workwis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의 보안과 성능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16GB SDRAM과 1TB의 SSD, 7세대 인텔® 코어™ i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PC 수준의 빠른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

HP 모빌리티 상세스펙
HP x2 210 G2
운영체제

HP Pro x2 612 G2

HP Elite x2 1012G2

Windows 10 Pro 64-HP는 Windows 10 Pro를 권장합니다. / Windows 10 Home 64

프로세서

인텔® 아톰™ x5-Z8350
(1.44 GHz, 최대1.92 GHz)

인텔 ® 코어™ i7 프로세서 (1.3GHz, 최대 3.6GHz)
인텔 ® 코어™ i5 프로세서 (1.2GHz, 최대 3.3GHz)
인텔 ® 코어™ M 프로세서 (1GHz, 최대 2.6GHz)
인텔 ® 펜티엄® 프로세서 (1.5GHz)

인텔® 코어™ i7-7500U 프로세서 (2.8GHz, 최대 3.9GHz)
인텔® 코어™ i5-7300U 프로세서 (2.5GHz, 최대 3.5GHz)
인텔® 코어™ i5-7200U 프로세서 (2.5GHz, 최대 3.1GHz)
인텔® 코어™ i3-7100U 프로세서(2.4GHz)

메모리

2 GB DDR3L-1600 SDRAM
4GB DDR3L-1600 SDRAM

4GB LPDDR3-1866 SDRAM
8GB LPDDR3-1866 SDRAM

4GB LPDDR3-1866 SDRAM
8GB LPDDR3-1866 SDRAM
16GB LPDDR3-1866 SDRAM

32GB/64GB/128GB eMMC

M.2 Solid State Drive SS 2280 지원
128 GB SATA-3 SS VALUE SSD
256GB 2280 M2 PCIe-3x4 SS NVMe TLC
256GB 2280 M2 SATA-3 Self Encrypted OPAL2 TLC
256GB 2280 PCIe NVMe Value
360GB 2280 PCIe-3x4 NVMe TLC
512GB 2280 M2 PCIe-3x4 SS NVMe TLC
512GB 2280 PCIe NVMe Value

M.2 Solid State Drive SS 2280 지원
128 GB SATA-3 SS VALUE SSD
256GB 2280 M2 PCIe-3x4 SS NVMe TLC
256GB 2280 M2 SATA-3 Self Encrypted OPAL2 TLC
256GB 2280 PCIe NVMe Value
512GB 2280 M2 PCIe-3x4 SS NVMe TLC
512GB 2280 PCIe NVMe Value
1024 GB 2280 PCIe-3x4 NVMe TLC

10.1형 WXGA anti-glare WLED eDP 울트라 슬림 멀티
터치스크린 (1280 x 800)

12형 FHD BrightView WUXGA+ 광시야각 eDP 울트라
슬림 LED 백라이트 터치스크린 (1920x1080)

12.3형 QHD Corning® Gorila® Glass 울트라 슬림 LED
백라이트 터치스크린 (2736 x 1824)

인텔® HD 그래픽스 400

인텔® HD 그래픽스 615

인텔® HD 그래픽스 620

무선 기술

인텔®802.11a/b/g/n/ac(2x2)+블루투스®4.2콤보

인텔® 듀얼밴드 무선 AC 8265 802.11a/b/g/n/ac
(2x2) Wi-Fi +블루투스® 4.2 콤보
HP lt4120 퀄콤 ® 스냅드래곤™ X5 LTE Mobile
Broadband Module (Miracast 지원 Windows 10)

인텔® 듀얼밴드 무선-AC 8265 802.11 a/b/g/n/ac
(2x2) Wi-Fi®와 블루투스® 4.2 콤보
인텔® 트라이밴드 무선-AC 18265 802.11a/b/g/n/ac
(2x2)와 블루투스® 4.2 + WiGig 콤보
HP lt4120 LTE/EV-DO/HSPA+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장 슬롯

microSD 1개

microSD 1개, 스마트 카드리더기 1개

microSD 1개

USB 3.0 1개, USB 2.0 C 타입 1개, Micro HDMI 1개,
헤드폰/마이크 콤보 1개 , 포고 핀 도킹 커넥터 1개

USB-C 3.1 (도킹, 충전 지원) 1개
USB A 3.0 1개
헤드폰/마이크 콤보 1개
Micro SD 미디어 리터 슬롯 (SD, SDHC, SDXC지원)1개
SIM (Optional) 1개 / Lock slot 1개

USB-C 3.1 (도킹, 충전 지원) 1개
USB A 3.0 1개
헤드폰/마이크 콤보 1개
Micro SD 미디어 리터 슬롯 (SD, SDHC, SDXC지원)1개
SIM (Optional) 1개 / Lock slot 1개

이미지 센서 클릭패드가 포함된 키보드
(멀티 터치 제스처 지원)

HP 콜라보레이션 키보드 (옵션)
멀티제스쳐 지원 클릭패드
HP 와콤 (앱런치 버튼) 펜

HP 콜라보레이션 키보드 (옵션)
멀티제스쳐 지원 클릭패드
HP 와콤 (앱런치 버튼) 펜

전면부 HP TrueVision HD 카메라; 후면부 HP 트루비
전 5 MP 고정 초점 (2592 x 1944) WFOV지원

5MP FHD 1080p 전면부 카메라 (LED 지시등 포함)
8MP FHD 1080p 후면부 카메라 (LED 플래시 포함)

5MP FHD 1080p 전면부 카메라 (LED 지시등 포함)
8MP FHD 1080p 후면부 카메라 (LED 플래시 포함)
IR 카메라 (Windows Hello 활용한 안면인식 로그인)

HP ePrint 드라이버
HP Support Assistant
HP Touchpoint Manager
Optional HP School Pack

HP Mobile Connect Pro (Windows 8.1 및 Windows 10
장착 모델용)
HP ePrint 드라이버+JetAdvantageHP HotKey 지원
HP Recovery Manager
HP Support Assistant
HP Noise Cancellation

Native Miracast Support
HP ePrint Driver
HP Recovery Manager
HP Workwise
HP Jump-Start
HP Noise Cancellation

전원 : 45W USB C타입 AC 어댑터
배터리 : 2셀, 32.5 Wh 리튬 이온 폴리머

전원 : 45W USB Type-C™ AC 어댑터
65W USB Type-C™ AC 어댑터
배터리 : 4셀, 41Wh 리튬 이온 배터리

전원 : HP 45 W USB Type-C™ AC 어댑터
HP 65 W USB Type-C™ AC 어댑터
배터리 : 4셀, 47Wh 리듐 이온 폴리머 배터리

10.43 x 6.81 x 0.36cm , 0.59kg (태블릿)
10.43 x 6.81 x 0.93cm , 1.2kg (트래블 키보드 포함 시)
* 무게는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x 21.93 x 0.91cm , 0.85kg (태블릿)
30 x 21.93 x 1.46cm , 1.2 kg (키보드 포함 시)
* 무게는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x 21.97 x 0.91cm , 0.8kg (태블릿)
30 x 21.97 x 1.46cm , 1.15kg (키보드 포함 시)
* 무게는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할로겐

저 할로겐

저 할로겐

에너지 스타® 인증; EPEAT® Silver

에너지 스타® 인증; EPEAT® Gold

에너지 스타® 인증; EPEAT® Gold

내부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그래픽

포트와 커넥터

입력장치

카메라

소프트웨어

전원 및 배터리

크기 및 무게
환경
에너지
효율성 인증

HP 모빌리티 솔루션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세요.

hp.co.kr/mobilityfamily
ⓒ Copyright 2017 HP Development Company, L.P. 여기에 실린 정보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제품 및 서비스
에 포함된 보증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린 어떠한 정보도 추가 보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법 한도 내에서 HP는 여기
포함된 기술적 또는 편집상의 실수 혹은 생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화면은 임의로 구성되었으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앱은 별도로 판매되며, 기능은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indows 10의 모든
버전 혹은 에디션에서 전체 기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Windows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려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추가 하드웨어, 드라
이버, 소프트웨어 구매 혹은 BIOS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ISP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은 업데이트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icrosoft.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