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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마트토너 시스템(STS, Smart Toner System) 이란?

레이저프린터 사용 시 소모되는 토너의 양을 자동으로 감지, 스스로 보충해주는 세계 최초의

토너 카트리지 자동 공급 장치



2. 제품소개

제조사 Koycera Printer

모델명 ECOSYS M6530cdn



제조사 EcoTis 전용 UMP 파우더

모델명 ET-200

• 용량 : 3만매(800g)

• 재질 : PE

• 종류 : 4색 (C, M, Y K)

• 토너 자동공급 자동제어

• 미세분말 이동장치

• 모터소음 저감장치

• 토너 잔량측정 센서

• 대용량 토너파우더 장착가능

• 프린터 수명의 2배 (안정성 확보)

제조사 Koycera Printer

모델명 ECOSYS M6530cdnG

인쇄속도 30 PPM 메모리 1GB / 2GB

첫장 인쇄시간 흑백 7.0 컬러 8.5 이내 네트워크 기본지원

예열시간 26초 이내 용지지원 최소A6R -최대A4 (Legal)

CPU PowerPC 465S 1GHz 제품크기 475mm x 558mm x 616mm

해상도
600 x 600 dpi
(9,600 x 600 dpi 상당)

무게 약34.7 kg

 제품 구성

2. 제품소개



3. 제품경쟁력

편리성 경제성

친환경고품질

II. Cost - effective

III. High - quality IV. Eco

I. Convenient

• 업무효율성 향상

→ 토너교체로 인한 업무 Loss 예방

• 스마트한 유지보수 서비스

• 카트리지 교체비용 절감

• 일반레이저프린터 유지비용의

50% ~ 80% 비용절감

• 폐 카트리지 양산 최소화

• 높은 내구성

• UMP(Ultra Micro Particle)공법 적용

• 정품 수준의 인쇄품질 제공



3-I. 편리성

카트리지 토너부족 방지 혁신적 카트리지 교환주기

• 토너카트리지 교체 불필요

• 대용량 토너통 교체방식

• 기존 : 교체시기 3,000매

• STS : 교체시기 30,000매

업무의 효율성 향상

 Loss 없는 효율적인 업무 지원

 실시간 관제 : 빠른 Before Service 제공

로그인 통합관제 장애현황 관리메뉴(방문현황)



정품 카트리지 재생 카트리지 스마트토너 시스템

소모품 비용 비싸다 보통이다 저렴하다

장당 출력 비용 비싸다 보통이다 저렴하다

교체주기 짧음 짧음 길다

인쇄품질 상 중 상

친환경 폐카트리지 발생 많음 폐카트리지 발생 많음 폐카트리지 발생 적음

3-II. 경제성

 스마트토너 시스템 경쟁력 비교

 비용절감 비교 (컬러 기준)

정품 토너 재생토너(조달가) 스마트토너 시스템

카트리지명 CLT-506(CMY) CLT-506(BK) CLT-506(CMY) CLT-506(BK) ET-200(CM) ET-200(BK)

출력매수 30,000매 30,000매 30,000매 30,000매 30,000매 30,000매

단 가 4,734,000원 930,000원 1,655,000원 294,000원 705,000원 205,000원

장당 인쇄비 157.8원 31.0원 55.5원 9.8원 23.5원 6.8원

월 인쇄비 789,000원 155,000원 277,500원 49,000원 117,500원 34,000원

년 인쇄비 11,328,000원 3,918,000원 1,818,000원

재생대비 경비 절감율 54%

정품대비 경비 절감율 84%연간절감액 9,510,000원

연간절감액 2,100,000원

월 5,000매 사용기준으로 작성
아래 표의 프린터는 경찰청 주기종 컬러프린터를 적용하였으며 소모품(토너) 단가는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정품 및 우수조달등록 토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3-III. 고품질

정품과 동일한 인쇄품질

UMP(Ultra Micoro Particle)공법이 적용된 최고급파우더로 정품토너카트리지

수준의 인쇄품질 구현

< =
중

재생토너

상

정품토너

상

스마트토너
시스템

시험항목 기준

인자의 선명도 이상 없을것

인쇄 농도의 균일성 3% 이하

오염/결손점 0.5mm 초과 무

토너의 정확성 인자 정확성

인쇄지면의 청결도 오염여부

한국소비자원 시험 성적서



3-IV. 친환경

 정부정책에 부합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과 부합

• 소모전력 최소화 설계
• 10년 이상 내구성

(프린터 수명의 2배)

• 폐카트리지 발생 감소 불필요한 생산 및
공해 감소

에너지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

카트리지는 제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복합재질에 의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다시 제조가거나 재활용 등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려질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서만 연간 18톤 트럭

2천대분의 폐카트리지가 발생되고 있음



 내부,외부 콜 처리 진행 시

1차 유선상담

2차 원격

3차 즉시 방문으로 요청사 만의 100%

서비스 수준협약(SLA)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유지보수 운영

 Helpdesk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처리율의 극대화 및 전국 유지 보수

지사를 연계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시스템 가동

• 장애처리 지원결과 보고
• 고객정보
• 장비별 장애 이력 DB로 구축
• 토너 관리
• 신규 프린터 설치
• 소모품 관리
• 장애처리 지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 신속장애처리절차 수립

• 비상계획 수립

• 지속적인 교육 훈련

• 중점지원사항 교육

• 조직적 유지보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력

• 보안 기술력,네트워크 기술력

 분야별 전문 유지보수 인원 투입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상주하여
중대소형 전산장비 및 개인전산
장비 능력 습득
장애 발생시 고객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직원을
투입하여 현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남

• 관련 프로그램 및 Office 사용
• 통화된 전화의 이력저장
• 장애처리 시행

<고객사에서 요청한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전산장비 유지 보수 관련 디테일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지 보수

진행 및 결과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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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Desk 콜센터

(ONE CALL SERVICE)

정보와기술㈜

기술지원팀
전국 지역센터 고객사 총무팀

4. 운영 프로세스

정보와기술㈜의 Help Desk 시스템을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접수 체계를 일원화 시켜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정보와기술㈜의 전국망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365일 최적의

프린터 사용환경을 제공합니다.

Help Desk 시스템을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접수 체계를

일원화 시켜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4-1  프린터 AS / 헬프데스크

강릉

부산
영남지사

천안

제주

익산 대구

창원

대전

광주

순천

진주

포항

원주
서울-수도권

사업본부
태백

남원

논산



KFS는 출력량,소모품,장비별 등의 분석정보를 각종 그래프 및 도표를 통해 보고서 형태로 보여 드립니다.
정리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메일 및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여 사용에 편리합니다.

4-2. KFS(Kyocera Fleet Services) 모니터링 시스템



[대시보드]

인쇄량, 스캔량, 용지 걸림, 시스템 오류, 소모성을
그래픽으로 표시

4-2. KFS(Kyocera Fleet Services) 모니터링 시스템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