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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4510DN
A4 데스크톱 흑백 프린터

 프린터  



높은 수준의 프린트 수요 충족
SP 4510DN의 절전모드에서 복구까지 10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1,200 dpi 해상도의 작업물을 분당 최대 40페이지까지 출력할 수 있어 많
은 양의 인쇄를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P 4510DN에는 바쁜 
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533MHz 컨트롤러와 512 메가바이트 
램(RAM)이 표준 장착되어 있습니다. 램 용량은 조직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늘릴 수 있어 지체 없이 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
니다. IPDS 옵션을 사용하면 좀 더 전문적인 프린트 작업을 완성할 수 있
습니다. 

편리한 업무 수행
SP 4510DN을 사용하면 작업물 프린트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좀 더 
생산적인 업무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LCD 패널을 통해 주요 기능과 프린
터 상태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500매 용지함을 최대 2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600매까지 용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용지는 216mm x 356mm 사이즈까지 지원하며, 모든 용지함으로부터 다
양한 종류의 프린트 작업이 가능해 외부 업체 의뢰 없이도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
업무에서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는 이동 중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P 4510DN을 사용하
면 스마트 기기로부터도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리코의 스마트 디바이스 
프린트&스캔( Smart Device Print&Scan) 애플리케이션을 사무실 네트워
크에 연결해 프린트 드라이버 없이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데스크톱 PC
로부터의 프린트와 비슷하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공유를 공유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빠르고 합리적인 운영 비용의 A4 흑백 프린터
리코의 SP 4510DN은 낮은 TCO(총 소유비용)로도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A4 흑백 프린터입니

다. 많은 양의 프린트 출력에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며, 사용자가 손 쉽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리코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프린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사용자가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SP 4510DN은 다양한 용지를 지원하며 빠른 속도로 

인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어 사용자가 업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

니다.



높은 생산성 및 보안성

문서 보안 기능
SP 4510DN은 향상된 컨트롤러 기능을 통해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
호합니다. 320GB 옵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추가하면 문서 보안, 
저장, 아카이브 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Locked Print 기능을 사
용하면 조작 패널에 올바른 PIN 코드를 입력하거나 옵션 ID 카드리더
기에 등록된 카드를 인증한 후에 출력물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
다. DOSS (DataOverwriteSecurity System) 기능을 통해 하드 드라이브
에서 정보를 덮어쓰기 할 수 있어 더욱 강화된 정보 보안이 가능합니
다. 또한 내장형 컨트롤러에는 128비트 데이터 암호화 기능 및 IP 주소 
필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정보 노출이나 위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 및 비용 절감 
SP 4510DN은 양면 인쇄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용지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타이머 기능을 통해 사용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어 밤 시간이나 프린터 사용이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전원을 
꺼둘 수 있어 전력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리코의 ECO Night 
Sensor는 기기 주위가 일정 수준으로 어두워질 경우 메인 전력이 자
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 4510DN은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표준을 준수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편리한 프린터 관리
비용이나 전력 절감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코의 웹 이미지 모니터(Web Image Monitor)를 활용하면 기계 상태 
확인, 설정 변경, 프린트 대기 행렬, 유지 보수 관련 정보 확인이 데스
크톱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코드를 최대 1,000개까지 지
정하여 인원별 사용량,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프린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코의 무료 관리 유틸리티인 디바이스 매니저
(Device Manager XN Lite)를 설치하면 최대 250대의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 및 기계 구성, 그리고 복수의 프린터 모니터링
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비용 절감
SP 4510DN 고성능 소모품을 사용하면 잦은 유지보수 없이도 편리
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너 카트리지나 광전도체 유
닛을 교체해야 할 시점은 LCD 조작 패널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별 다른 트레이닝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SP 4510DN
주요 사양

일반

예열 시간

첫 장 출력 시간

연속 출력 속도

메모리:

HDD:

양면 인쇄:

규격 (W x D x H): 

무게:

전원:

19초

5초 

40PPM 
표준: 512 MB 

최대: 1,024 MB 

320 GB (옵션) 

가능

370 x 392 x 306 mm 

14 kg

220 - 240 V, 50/60 Hz

프린터

프린터 언어: 표준: PCL5e, PCL6, Adobe® 
PostScript® 3™, PDF direct print 
옵션: XPS, IPDS

화상도: 600 x 600 dpi, 1,200 x 1,200 dpi
폰트: PCL (45 fonts, International fonts: 13

Intellifonts), PS3 (136 fonts)
인터페이스: 표준: USB 2.0, USB Host I/F, 

Gigabit Ethernet
옵션: Bi-directional IEEE 1284, 

TCP/IP, IPX/SPX (옵션)네트워크 프로토콜: 
Windows® 환경: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12

Mac OS 환경: Macintosh OS X v10.5 or later
Novell® Netware® 환경:  v6.5 (옵션)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A4
A5
A6
B5
B6

급지 용량: Maximum: 1,600 sheets
급지 출력 용량: Maximum: 250 sheets
용지 무게: 52 - 162 g/m²
지원 급지 종류: 일반 용지, 두꺼운 용지, 얇은 용지, 

컬러 용지, 레터헤드, 양식지, 특수 
용지

보안

인증: LDAP authentication, 
User code authentication

전원 소비

전원 소비량: 최대: 1,110 W 
전력 절약 모드: 1 W

옵션

1 x 250-sheet paper tray, 1 x 500-sheet paper tray, Hard Disk Drive 
(320 GB), RAM (1 GB), Bi-directional IEEE 1284, VM Card, Netware, 
IPDS unit, XPS direct print

소모품

Starter toner: 6,000 prints 

*ISO/IEC 1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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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