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과 신뢰도를 갖춘 HP ProDesk 

400 MT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필수  

보안 및 관리 기능을 기본 제공하는 

HP ProDesk 400이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HP ProDesk 400 G3 마이크로타워 PC

새로운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강력한 성능

 ǯ 최신 6세대 Intel® Core™ 프로세서2와 Intel® HD 530 Graphics가 제공하는 강력한 프로세싱과 
DDR4 메모리3를 사용하여 최신 비즈니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안

 ǯ HP BIOSphere3와 HP Client Security4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BIOS 수준 암호 및 맞춤형 인증으로 시스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검증된 내구성

 ǯ HP ProDesk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합니다. HP 토탈 테스트 프로세스를 
통해 120,000시간의 성능 테스트를 거친 PC로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ǯ HP ProDesk 400 MT는 각 사용자에 맞게 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요 구성 요소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성장하는 기업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경제적인 가격에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징

 ǯ Windows 10 Pro1를 사용하면 최신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기업의 관리 및 
생산성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ǯ 관리의 복잡성을 줄여 드립니다. Windows 10 Pro1의 관리 기능, HP Common Core BIOS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ǯ HP 회의 키보드6 옵션을 사용하면 PC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ǯ 도구가 필요 없는 섀시로 간편하게 메모리와 스토리지, 그래픽6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주기가 연장됩니다.

 ǯ 다중 디스플레이로 생산성을 35%7까지 향상시켜 보십시오. HP ProDesk 400 MT는 2대의 옵션 
HP Pro Display6를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ǯ ENERGY STAR® 및 EPEAT® Gold8 인증 구성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ǯ HP 케어 팩 헬프데스크 서비스(옵션)로 기술 지원을 간소화하고, 여러 브랜드와 장치, 운영 
체제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경제적인 지원 환경을 제공합니다.9

데이터시트

 ǯ Windows 10 Pro1

 ǯ 6세대 Intel® Core™ 프로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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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ProDesk 400 G3 마이크로타워 PC 사양표

규격 마이크로타워

지원되는 운영 체제 Windows 10 Pro 641

Windows 10 Home 641

Windows 8.1 Pro 641

Windows 8.1 641

Windows 7 Professional 64(Windows 10 Pro에서 다운그레이드 가능)2

Windows 7 Professional 32(Windows 10 Pro에서 다운그레이드 가능)2

Windows 7 Professional 641

Windows 7 Professional 321

NeoKylin Linux 64
FreeDOS 2.0

지원되는 프로세서3
Intel® Core™ i7-6700 및 Intel HD Graphics 530(3.4GHz, Intel Turbo Boost 기술 탑재 시 최대 4GHz, 8MB 캐시, 4코어);
Intel® Core™ i5-6600 및 Intel HD Graphics 530(3.3 GHz, Intel Turbo Boost 기술 탑재 시 최대 3.9GHz, 6MB 캐시, 4코어);
Intel® Core™ i5-6500 및 Intel HD Graphics 530(3.2GHz, Intel Turbo Boost 기술 탑재 시 최대 3.6GHz, 6MB 캐시, 4코어);
Intel® Core™ i3-6320 및 Intel HD Graphics 530(3.9GHz, 4MB 캐시, 2코어);
Intel® Core™ i3-6300 및 Intel HD Graphics 530(3.8GHz, 4MB 캐시, 2코어);
Intel® Core™ i3-6100 및 Intel HD Graphics 530(3.7GHz, 3MB 캐시, 2코어);
Intel® Pentium™ G4500 및 Intel HD Graphics 530(3.5GHz, 3MB 캐시, 2코어);
Intel® Pentium™ G4400 및 Intel HD Graphics 510(3.3GHz, 3MB 캐시, 2코어

칩셋 Intel® H110

최대 메모리 32 GB DDR4-2133 SDRAM
최대 2133MT/s의 전송률

메모리 슬롯 DIMM 2개

내장 스토리지 120GB, 최대 512GB SATA SSD4

120GB, 최대 256GB SATA SED SSD4

500GB, 최대 2TB SATA HDD(7200rpm)4 
최대 1TB SATA SSHD4

128GB, 최대 256GB SATA 3D SSD4

광학 드라이브 슬림형 SATA Blu-ray BDXL 라이터; 슬림형 SATA SuperMulti DVD 라이터;  
슬림형 SATA DVD-ROM5,6

오디오 DTS Sound+™ 오디오 관리 기술, Realtek ALC221 코덱 포함 HD 오디오(모든 포트에서 스테레오 지원), 마이크 및 헤드폰 전면 포트(3.5mm), 라인 출력 
후면 포트(3.5mm), 멀티 스트리밍 지원 내부 스피커

확장 슬롯 표준 높이 PCIe 3 x16 1개; 표준 높이 PCIe 2 x1 3개

포트 및 커넥터 전면: USB 3.0 2개; 오디오 라인 입력 1개; 오디오 라인 출력 1개  
후면: USB 3.0 2개; USB 2.0 4개; 직렬 1개; 직렬 1개(옵션); 병렬 1개(옵션); PS/2 2개(키보드 및 마우스); VGA 1개; DisplayPort 1개;  
오디오 라인 입력 1개; 오디오 라인 출력 1개; RJ-45 1개

입력 장치 HP PS/2 비즈니스 슬림 키보드; HP PS/2 키보드; HP USB 비즈니스 슬림 키보드; HP USB 키보드; HP USB 회의 키보드; HP USB 항균 키보드; HP USB 및 
PS/2 세척 가능 키보드; HP USB Smart Card(CCID) 키보드; HP 무선 비즈니스 슬림 키보드 및 마우스; HP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9

HP PS/2 마우스; HP USB 마우스; HP USB 1000dpi 레이저 마우스; HP USB 및 PS/2 세척 가능 마우스; HP USB 항균 마우스; HP USB 강화 마우스9

통신 LAN: 내장 Realtek GbE; Intel® Ethernet I210-T1 PCIe x1 Gb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옵션)
WLAN: Broadcom BCM943228Z 802.11n 무선 PCIe 및 Bluetooth® 옵션(옵션); Intel® 7265 802.11ac 무선 PCIe 및 Bluetooth® 옵션(옵션)7

드라이브 베이 SD 3 리더 1개(옵션); 슬림 ODD 1개(옵션); 3.5형 2개

제공 소프트웨어 HP 기업용 PC에는 HP Drive Encryption(FIPS 140-2), HP Client Security, HP Security Manager,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CyberLink Power DVD BD, 
Native Miracast Support, HP e프린트 드라이버, HP Recovery Manager, Foxit PhantomPDF Express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타이틀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전 설치되는 전체 소프트웨어 목록을 보려면 본 제품의 사양 요약서를 참조하십시오. 10,11,12

보안 관리 HP BIOSphere; TPM(Trusted Platform Module) 1.2/2.0(Common Criteria EAL4+ 인증); SATA 포트 비활성화(BIOS 이용); DriveLock 및  
Automatic DriveLock; RAID(구성 가능 옵션으로 제공); 직렬, 병렬, USB 활성화/비활성화(BIOS 이용); 출고 시 USB 포트 비활성화(옵션, BIOS에서  
사용자 구성 가능); 이동식 미디어 쓰기/부팅 제어; 전원 켜기 암호(BIOS 이용); 설정 암호(BIOS 이용); HP 솔레노이드 후드 잠금 장치 및 후드 센서;  
섀시 자물쇠 및 케이블 잠금 장치 지원13,14

관리 기능 클라우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BIOS 업데이트(BIOS 기능)

전원 180W, 최대 85% 효율, 액티브 PFC; 300W 최대 85% 효율, 액티브 PFC

크기 165 x 358.8 x 355mm

무게 최저 6.96kg (정확한 무게는 구성에 따라 달라짐)

환경 저할로겐16

에너지 효율 표준 준수 ENERGY STAR® 인증 및 EPEAT® Gold 등록 구성 이용 가능15

보증 현장 보증: 1년(1-1-1) 또는 3년(3-3-3) 제한 보증은 부품과 인력에 대해 1년 또는 3년 현장, 영업일 기준 익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24 x 7 무료 전화  
지원을 포함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년 및 3년 현장 및 인력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어 팩을 선택하면 서비스를 5년까지  
제공합니다. 해당 HP 제품에 적합한 서비스 수준을 선택하려면 다음 HP Care Pack Central을 방문하십시오. www.hp.com/go/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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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기업용 PC 보안  
잠금 키트

편리한 잠금 장치로 주변 장치를 고정하고 PC 섀시 덮개를 잠가 공공장소에서 HP 기업용 PC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를 PC 후면에 장착하고 강철 케이블로 시스템을 고정된 위치와 연결하여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번호 : PV606AA

HP 비즈니스 헤드셋 착용감이 우수하고 가벼운 HP 비즈니스 디지털 헤드셋은 콜 센터와 같이 전화 통화가 많은 업무 환경  
또는 일상 작업 환경에서 두루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머리 위로 가볍게 쓰는 디자인으로  
가벼운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풀 사이즈 가죽 이어폰과 마이크 붐이 달려 있습니다.
제품 번호 : QK550AA

HP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HP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는 첨단 기능과 우수한 사용 편리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케이블을 숨겨 작업 
공간을 확보하느라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업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무선 키보드, 무선 레이저 
마우스, USB 무선 수신기 패키지를 이용하면 공간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번호 : QY449AA

HP 영업일 기준 익일 고객  
직접 수리 옵션 데스크탑 / 
워크스테이션 전용 현장  
하드웨어 서비스 3 년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컴퓨팅 장치에 대해 3년 동안 HP 인증 기술자의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케어 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p.com/go/cpc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번호 :  UE379E

권장 액세서리 및 서비스

HP ProDesk 400 G3 Microtower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