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모니터로 업무와 작업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ull HD 고해상도, IPS 패널, 250 cd/m² 밝기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게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화면 각도 설정이 가능한 틸트 스탠드와 

DP, HDMI, VGA 포트 등 다양한 포트로 보다 편리하고 폭 넓게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P P24h G4 23.8형 모니터

모던한 디자인과 마이크로 엣지 베젤을 갖춘
스타일리쉬 비즈니스 모니터

DP와 HDMI, VGA 포트 탑재로 
데스크탑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
양측과 상단 베젤이 얇은 3-Side 
micro-edge 베젤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엣지 베젤 
Full HD 고해상도, IPS 광시야각 
패널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선명한 화면 

모니터에 내장된 2채널 스피커로
별도의 스피커 연결 없이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채널 내장 스피커
다기능 스탠드로 틸트, 피봇,
및 높이 조절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체공학 솔루션 지원

틸트 기능을 가진 스탠드로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여 오랜 시간 편안하게 사용 가능

3. 사용자 눈높이에 딱 맞는 화면

HDMI, VGA 포트로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연결
DP 포트로 최신 데스크탑에 연결

2. 다양한 포트의 확장성

Full HD 1920 x 1080 해상도
IPS 광시야각 패널
250 cd/m² 밝기 디스플레이
눈부심 방지(Anti-Glare) 패널

1. 선명하게 살아있는 화면 

HP P24h G4 23.8형 모니터의
세가지 키포인트

HD 1280 x 720

FHD 1920 x 1080

고화질 Full HD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선명한 화면의 Full HD 고해상도와 어느 각도에서나 밝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광시야각 IPS 패널로

항상 깨끗한 고화질 영상 및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시야를 언제나 편하게 해주는 눈부심 방지 기능과 

플리커 프리 기능,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으로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고화질 디스플레이

상하좌우 178̊

광시야각 IPS 패널을 적용하여, 어느 각도에서 모니터를 보아도 밝기, 컬러의 변함이 없이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봐야하는 사무실 업무 환경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광시야각 IPS 패널

눈 부심 방지 미적용 디스플레이

눈 부심 방지 적용 디스플레이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 (Anti-Glare) 적용으로 외부 빛의 반사를 줄였습니다. 화면 

반사로 인한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며 시야를 항상 편하게 해줍니다. 

눈부심 방지 디스플레이

250 cd/m²의 밝은 화면으로 영상,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밝기 250 cd/m²

필요에 따라 ON / OFF 할 수 있는 로우 블루라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눈 건강에 해로운 청색광을 줄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로우 블루라이트 기술 지원

TILT
최적의 화면 각도

PIVOT
화면을 자유롭게

HEIGHT
원하는 대로 높이 조절

-5°~+25°

스탠드의 틸트, 피봇, 높이조절 기능을 사용하세요. 화면의 각도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조절하여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틸트, 피봇, 높이 조절
다양한 스탠드 기능

100mm

90°

데스크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P, HDMI, VGA 포트가 탑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음성, 영상을 모두 전송하기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비에 활용 가능합니다.

DP, HDMI, VGA 포트로
모니터 활용을 더욱 폭 넓게

낮은 명암비 명암비 1,000:1

1,000:1의 높은 명암비(동적명암비 8,000,000:1)로 화면의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표현하여, 이미지와 영상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고정명암비 1,000:1
동적명암비 8,000,000:1

느린 응답속도 응답속도 5ms

5ms의 빠른 응답속도로 스포츠 등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도 잔상 없이 또렷하게 구현합니다. 

응답속도 5ms

VESA mount

100mm VESA 설치 옵션으로 벽에 걸어 설치하거나, 

모니터 암을 이용하여 책상 공간을 더욱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VESA 홀 지원

IPS (LED 백라이트)

52.7 x 29.64 cm

60.4 cm (23.8형)

178° 수평; 178° 수직

250 cd/m²

고정: 1,000:1, 동적: 8,000,000:1

5 5 ms (GtoG)

16:9

FHD (1920 x 1080 @ 60 Hz)

1024 x 768; 1280 x 1024; 1280 x 720; 1280 x 800; 1366 x 768; 1440 x 900; 1600 x 900; 1680 x 1050; 

1920 x 1080; 640 x 480; 720 x 400; 800 x 600

눈부심 방지; 애셋 조정; 화면 조정; 플러그 앤 플레이; 사용자 컨트롤; 높이 조절; 로우 블루라이트  모드

명도 조정; 색상 조정; 나가기; 이미지 조정; 정보; 관리; 메뉴; 전원 조정; 입력 조정

DDisplayPort™ 1.2 (HDCP 지원) 1개; HDMI 1.4 (HDCP 지원) 1개; VGA 1개

입력 전압 100 ~ 240 VAC

53.82 x 4.59 x 32.56 cm (스탠드 미설치)

4.51kg (스탠드 포함)

틸트: -5 to +25° 피벗 : 90°  높이 조절 : 100mm

디스플레이

패널 표시 영역

디스플레이 크기

시야각

밝기

명암비

응응답 속도

화면 비율 

해상도 (기본)

해상도 (지원)

디스플레이 기능

사용자 컨트롤

입력 신호

전전원

크기 (WxDxH)

무게

스탠드

제품 사양

트리플 사이드 마이크로 엣지 베젤 디자인으로 양측과

상단 베젤 넓이를 줄여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엣지 베젤

모니터에 내장된 2채널 스피커로 별도의 스피커 연결 없이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채널 내장 스피커 지원

HP 코리아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HP를 언제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지원 및 전국 161곳에 공인 서비스 지정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찾아가기에,

고객은 더욱 안심하고 HP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탄탄하게 설계된 HP의 고객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HP 고객 서비스

1.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HP 코리아와 톡하세요.

@HP코리아 카카오톡
언제 어디서나 HP코리아와 ‘톡’하세요. HP 코리아는 IT 업계 최초 카카오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련
1:1 문의

제품 서비스
접수

가까운 
서비스센터 찾기

1. QR코드 스캔
2. 카카오톡에서 @HP코리아 검색

친구 추가 방법

HP 공식 브랜드 카페

* SNS 고객 케어 서비스는 근무 시간 내 (평일 오전 9시-6시, 공휴일 제외) 2시간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밀 진단과 수리를 원한다면? 

전국 161개 HP 공인 서비스 지정점을 방문하세요.

HP는 전국에 161개의 공인 서비스 지정점이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가기 쉽고, 
HP 공인 엔지니어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P 공인서비스 
지정점 찾기

HP 고객 지원 센터 (www.hp.co.kr/e) 또는 
카카오톡에서 @HP코리아 친구 추가 후, 
가장 가까운 HP 공인 서비스 지정점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P 공인서비스
지정점 
표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09:30~18:00
09:30~13:00

HP 익일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HP 공인 엔지니어가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HP가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지원 가능 플랫폼 PC 및 프린터 전 제품

서비스 업그레이드 HP 케어팩 서비스를 구매하실 경우 익일 뿐 아니라 당일 방문 서비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HP의 더욱 빠른 고객 케어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산간 지역은 상황에 따라 방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P 서비스품질 인증 획득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란?(Service Quality Certification)
서비스경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품질인증 인증기업
Service Quality Certification

4. 장기간 안정적인 제품 케어를 원한다면?

HP 케어팩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유상)
예상치 못한 PC 제품의 보호, 수리 및 지원 비용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마세요. 
HP 케어팩 서비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보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패키지로,
HP 공인 전문가가 상황에 꼭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빠른 서비스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인 HP 엔지니어가 어디든 직접 찾아갑니다.

익일 방문 서비스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접수 다음 날 공인 HP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일 방문 서비스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접수 당일에 공인 HP 엔지니어가 
현장에 방문합니다.

해외 원격 및 방문 서비스
해외여행 또는 출장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현지 언어 통화 지원 및 원격 지원이 가능하며, 
해결이 어렵다면 다음 영업일에 공인 HP 
엔지니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방문합니다.

안심 보호 서비스
고정된 비용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제품과 개인 데이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고객 과실 보호 (ADP)
제품 사용 중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낙하, 액체 유입, LCD 파손 등 돌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장 하드 고객 보관 (DMR)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고장 드라이브를 
HP에 반납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PC 추적 및 데이터 복구
제품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추적하고 복구하거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특정 부품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보증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증 연장 서비스 (HP Post Warranty)
기존 보증 기간 만료 이후에도 PC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만료 예정인 보증을 연장하여 더욱 오랫동안 PC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 (CDS)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HP 공장에서 PC 제조 단계에 적용시켜 
출하하는 서비스로, 특정 부품이나 이미징/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브로슈어에 실린 이미지들은 대략적인 참고용도로만 제공된 것입니다.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표시된 정보가 사용자의 거주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 Copyright 2020 HP Development Company, L.P. 여기에 실린 정보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P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제품 및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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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