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절약형 디자인 및 생산성 향상 
 

전면배출트레이 기본 장착 및 장비 자체의 크기가 당사 기존 기종 대비 약 26% 감소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 시 필요한 공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후면배출공간 필요없음) 

 

또한 출력 속도가 분당 10 x A1으로 빨라져서, 약 13%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KIP 7570 프린터 | KIP 7580 MFP (일체형) | KIP 7590 MFP (분리형) 

KIP75 시리즈는 『KIP7570』 프린터를 기본형으로 CIS 스캐너 일체형 MFP인 『KIP7580』, 

KIP2300 CCD 스캐너 분리형 MFP인 『KIP7590』 등 장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장점 

 

 해상도 600 dpi 고화질 복사 및 출력  

 동급 장비 유일의 600 x 2,400 dpi 최대 출력 해상도 지원  

 세밀함을 요하는 CAD 출력, 도면 복사에 최적의 장비  

 KIP HDP 테크놀러지를 적용하여 100% 토너 재활용 및 폐토너가 전혀 발생되지 않음.  

 적은 토너량으로 선명한 인쇄가 가능  

 독립망점 보정기능이 적용되어 세밀한 선 및 부드러운 원 표현이 가능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가입으로 저전력 실현  

 당사 구기종과 비교 시, 동작 시 최대 29%, 대기 시 최대 61%의 전력절감효과  

 인쇄속도는 약 13% 빨라졌고 설치면적은 26% 더 줄인 공간절약형 디자인 적용  

 

     
 KIP7570 프린터            KIP7580 MFP                          KIP7590 MFP 

                           (스캐너 일체형)                       (스캐너 분리형) 



 

 

 

 

모델명  KIP 7570  KIP 7580  KIP7590 (KIP 7570 & KIP 2300)  

카테고리  프린터  MFP (CIS 스캐너 일체형)  MFP (CCD 스캐너 분리형)  

기능  출력  스캔/복사/출력  스캔/복사/출력  

출력방식  LED 정전전사방식  

현상방식  건식비자성 1 성분현상방식 (HDP 플러스)  

출력 해상도  600dpi×2400dpi  

출력 속도  A1：9.5 매/분   A0：4.9 매/분  

급지폭  297mm to 914mm  

출력길이  210mm to 6,000mm, *엔지니어 설정을 통해 최대 15 M 이상  

파일형식  HP/GL, GL/2, RTL, Jpeg, TIFF, PDF  

윈도우 드라이버  Windows Vista / 7 / 8.1 / 10 (32bit/64bit)   /   AutoCAD HDI  2013 및 상위버전  

인터페이스  Ethernet：1000 / 100 / 10 Base, USB 2.0(5VDC max)  

스캔속도  -  
Mono：65mm/sec @600dpi 

Color：22 ㎜/sec @ 600dpi 

Mono：127mm/sec @600dpi  

Color：50 ㎜/sec @ 600dpi  

스캔형식  -  
Mono：PDF, PDF/A, TIFF G4, CALS G4, DWF, 멀티페이지 PDF / TIFF 

Color：Jpeg, PDF, PDF/A, TIFF, TIFF RLE, DWF, 멀티페이지 PDF /TIFF  

수동급지  ○ 

롤 개수   4 개  

소비전력  3,120 W  

입력전원  AC 220 ~ 240V , 13A , 50/60Hz  

워밍업 시간  4 분 이내  

크기 (W) x (D) x 
(H) 

(4 롤 모델)  

1,356mm x 720mm x 1,095mm  

1,560mm x 720mm x 1,580mm 

1,356mm x 720mm x 1,185mm 

1,560mm x 720mm x 1,580mm 

UI & 배출 트레이 제외 시  

UI & 배출 트레이 포함 시  

무게(4롤 모델)  263.5kg  281kg - 
 

 컨트롤러 사양 

 
형식 KIP System K 컨트롤러 윈도우 7 임베디드 

메모리 DDR3 x 2 GB (최대 4 GB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하드 디스크 SSD 320 GB 

지원 파일 DWF, PDF, PDF-A, HPGL 1/2, HP-RTL, Calcomp 906/907, CALS Group 4, TIFF Group 4, CIT/TG4,  

Grayscale TIFF, TIFF Packbits, PNG, JPEG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All product featur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mplete product specifications are available upon request. © 2015 V04/28/15-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