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쉽고 빠른 실속형
흑백 레이저 프린터
컴팩트한 HL-2130 흑백 레이저 프린터는
빠르고 우수한 인쇄 품질을 구현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소모품 가격 또한 경제적이라
일상적 인쇄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킵니다.

최고 20ppm에 이르는 빠른 인쇄
높은 인쇄 해상도의 우수한 문서 품질
공간을 아낄 수 있는 컴팩트한 디자인
손쉬운 유지보수: 대형 더스트프리(Dust-free) 250매
용지함과 봉투를 쉽게 인쇄할 수 있는 수동 급지 슬롯

HL-2130 컴팩트한 고품질 흑백 레이저 프린터
높은 인쇄 품질과 빠른 결과물 출력

쉽고 편리한 사용

최고 인쇄 속도가 20ppm에 달해 첫 페이지를 인쇄하는 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HL-2130의 높은 인쇄 해상도 덕분에 선명한 문자와 세부 내용의 정확한 재현을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HL-2130에는 덮개가 달린 더스트프리(Dust-free) 250매 용지함이 있어 용지를 다시
넣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급지 슬롯을 탑재하여 봉투, 특수 용지, 라벨
등에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작동 소음이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제약 없이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유지비
N-in-1 인쇄 기능으로 2페이지, 4페이지, 9페이지, 16페이지 또는 25페이지를 A4 용지
한 장에 인쇄해 용지를 절약하고 토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너 절약 모드를 사용할
경우 운영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성
HL-2130의 Energy Star 인증 에너지 효율성과 약 1W로 작동하는 딥 슬립 모드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적습니다.

HL-2130 사양
일반
기술
A4 인쇄 속도
예열 시간
첫 장 출력 시간
해상도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에뮬레이션

지원 운영 체제
전자사진 흑백 레이저 프린터
최고 20ppm
7초 미만(절전 모드)
10초 미만(대기 모드)
HQ1200 (2,400 x 600dpi), 600dpi, 300dpi
200MHz (ARM9)
8MB
Hi-Speed USB 2.0
GDI (호스트 기반)

용지 사용
용지 입력량
용지 출력량

250매 표준 용지함
1매 수동 급지 슬롯
100매(인쇄면이 아래로)
1매 (인쇄면이 위로) 직선 용지 경로

용지 사양
용지 종류

용지 무게
용지 크기

표준 용지함: 일반 용지, 얇은 용지, 재활용지
수동 급지 슬롯: 일반 용지, 얇은 용지, 두꺼운 용지, 재활용지
본드지, 라벨, 봉투
표준 용지함: 60 -105 g/m2 (16 - 28lb)
수동 급지 슬롯: 60 -163 g/m2 (16 - 43lb)
표준 용지함: A4, Legal, Letter, B5 (ISO/JIS), A5,
A5 (Long Edge), B6 (ISO), A6, Executive
수동 급지 슬롯: 너비 76.2mm~216mm, 길이 116mm~406.4mm

Apple Mac
Linux

700페이지*
700페이지*
최고 12,000페이지

N-up 인쇄
포스터 인쇄
머리글 및 주석 인쇄
워터마크 인쇄
수동 양면 인쇄
수동 소책자 인쇄

2장, 4장, 9장, 16장 또는 25장을 A4 1페이지로 줄여 용지 절약
A4 4장, 9장, 16장 또는 25장을 사용해 A4 1페이지를 포스터
한 장으로 확대해 보다 큰 효과 연출
문서에 날짜와 시간 및 사용자 ID 인쇄
사전 정의 텍스트나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문서에 워터마크로 추가
수동으로 용지를 뒤집어 양면에 인쇄
수동 양면 기능을 사용해 읽기 쉬운 전문 문서를 A5 소책자
형식으로 인쇄

크기/무게
상자 포함
상자 제외

475 (W) x 454 (D) x 331 (H) mm, 8.0kg
368 (W) x 360 (D) x 183 (H) mm, 6.7kg

기타

소음 수준
환경 보호
권장 월 인쇄량

* ISO/IEC 19752에 따라 공표된 값입니다.
Windows® 및 Apple Macintosh 전용

Windows® 7 (32 및 64비트 에디션),
Windows Vista® (32 및 64비트 에디션),
Windows® XP Home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32 및 64비트 에디션),
Windows® 2000 Professional
Mac OSX10.4.11,10.5.x, 10.6.x
CUPS & LPD/LPRng 인쇄 시스템 (x86, x64 환경)

프린터 드라이버 기능

전력 소비량

소모품
초기 토너
표준 토너 [TN-2060]
드럼 [DR-2255]

Windows®

인쇄 시 421W
대기 시 62W
딥 슬립 모드 시 0.8W
음압: 인쇄 시 53dBA 미만, 대기 모드 시 31dBA 미만
음력: 인쇄 시 6.40B 미만, 대기 모드 시 4.54B 미만
절전 모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 감소
토너 절약 모드: 토너 사용량 절감
250~1,600페이지

Windows®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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