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4 디지털 컬러 복합기

MP C407SP 

복사기 프린터 팩스 스캐너

MP C407SP

35PPM   컬러

40PPM   흑백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리코의 MP C407SP는 A4 컬러 복합기로 컴팩트한 디자인과 강력한 솔루션을 통해 업무 운영 효율성 및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특정 업무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과 직관적인 스마트 조작 패널을 통해 다

양한 기능에 빠른 접속이 가능합니다. MP C407SP에는 강력한 인텔 프로세서와 고속 SPDF(Single Pass 

Document Feeder)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인텔 프로세서를 통한 향상된 기능 및 솔루션 운영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을 통한 쉽고 직관적인 사용

경쟁력 있는 총 소유비용 및 낮은 인쇄 비용을 통한 비용 절감 

고속 SPDF(Single Pass Document Feeder)를 통한 효율적인 스캔 작업

AirPrint 및 리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프린팅



뛰어난 성능의 A4 컬러 복합기

공간효율성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MP C407SP는 소형 A4 복합기로 공간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사무실 어디에 배치해도 무리
가 없으며 설정 및 사용 또한 편리합니다. 그리고
최신 인텔 프로세서를 내재하고 있어 향상된 소프
트웨어를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상의 업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향상된 모바일 기능

리코의 Smart Device Connector 어플리케이션
(Android®, iOS® 모두 가능)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복사, 스캔, 팩스, 인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 Drive™, Box™ 또는 Dropbox™ 등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간편하
게 공유, 추출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통한 손 
쉬운 연결 또한 가능합니다. AirPrint 통한 인쇄 역
시 용이합니다.

높은 비용 절감 효과

사용자는 낮은 총 소유비용으로 MP C407SP를 운
영할 수 있습니다. 본 A4 복합기는 전력 소비가 낮
은 제품이며 슬립모드로부터 빠르게 복구되기 때문
에 사용자가 기계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
입니다. MP C407SP는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동급 제품 대비 최저 수준의 표준 소비 
전력(Typical Energy Consumption)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직관적인 스마트 조작 패널

사용자는 MP C407SP의 스마트 조작 패널을 통해 
업무를 더욱 편리하고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
다. 직관적인 조작 패널은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완
성도 높은 문서 제작에 기여합니다. 



MP C407SP
주요 사양

일반

예열 시간:

첫 장 출력 속도:

연속 출력 속도:

메모리:

HDD:

규격 (W x D x H): 

무게:

전원:

19초

컬러: 7.6초

흑백: 6.2초

컬러: 35매/분

흑백: 40매/분

표준: 2 GB

320 GB

498 x 585 x 510 mm

46 kg

220 - 240 V, 50/60 Hz

복사

복사 프로세스:

다중 복사:

해상도:

확대/축소:

Dry electrostatic transfer system with 

dual component development

최대 999부

600 x 600 dpi

25% ~ 400% (1% 단위로 증감)

프린터 

프린터 언어:     표준: PCL5c, PCL6, PostScript 3

해상도:

인터페이스:

모바일 인쇄 지원:

네트워크 프로토콜:

Windows® 환경:

Mac OS 환경:

UNIX 환경:

SAP® R/3® 환경: 
기타 지원 환경:   

(emulation), PDF direct (emulation) 
Option: Genuine Adobe
®PostScript®3™, PictBridge, PDF 
direct, XPS direct
Maximum (1,200 x 1,200 dpi)
Standard: SD slot, USB Host I/F,  
Bluetooth, Ethernet 10 base-T/100 
base-TX/1000 base-T, NFC Tag 
Option: Bi-directional IEEE 1284,  
Additional NIC (2nd port), USB 
Server for Second Network Interface, 
Ethernet Print only RJ-45 network 
port
Apple AirPrint™, Mopria, Ricoh 
Smart Device Print & Scan
TCP/IP (IP v4, IP v6)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R2, Windows® Server 
2016
Macintosh OS X v10.8 or later
UNIX Sun® Solaris, HP-UX, SCO 
OpenServer, RedHat® Linux, IBM® 
AIX
SAP® R/3 3.x® or later(옵션)

NDPS Gateway, AS/400® using
OS/400 Host Print Transform

스캐너

스캔 속도:

해상도:

원본 크기:

지원 드라이버:

스캔 대상:

SPDF: 최대 40ipm (단면)/80ipm (양면) 

100 - 600 dpi
기본: 200 dpi

A4
Network TWAIN
E-mail, Folder, USB, SD card, SMB, 
FTP, URL, PDF/A, Digitally signed 
PDF, Searchable PDF (옵션)

팩스(옵션)

회로:

호환성:

해상도:

압축 방식:

전송 속도:

모뎀 속도:

스캔 속도:

메모리 용량:

메모리 백업:

PSTN, PBX

ITU-T (CCITT) G3

8 x 3.85 line/mm, 200 x 100 dpi, 8 x 

7.7 line/mm, 200 x 200 dpi

MH, MR, MMR, JBIG

2 초 (200 x 100 dpi, JBIG), 3초 (200 x 

100 dpi, MMR) 

최대: 33.6 Kbps

2.4초

표준: 4 MB

1시간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급지 용량: 

급지 출력 용량:  

용지 무게:

A4, A5, A6, B4, B5, B6

기본: 350매  최대: 1,350매 

최대: 200매 

Paper tray(s): 60 - 163 g/m² 

Bypass tray: 60 - 220 g/m²

전원소비량

전원소비량: 최대: 1,200 W
준비 모드: 53.8 W 
슬립 모드: 0.83W 미만
TEC (Typical Electricity Consumption): 
1.6 kWh

옵션

500-sheet paper tray, One-bin tray, Bi-directional IEEE 1284, USB 
Server for Second Network Interface, Pictbridge, PostScript3, Counter 
interface, File format converter, Data Overwrite Security Unit (Certified
version), Fax Connection Unit, Fax option, Unicode Font Package for 
SAP, OCR Unit, XPS direct print, NFC Card Reader

토너 용량: Black: 17,500매
Cyan:  8,000매 
Magenta: 8,000매 
Yellow: 8,000매 

www.ricoh-korea.co.kr

주식회사 리코코리아

(우)137-8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 10층 
전화: 02 3677 1004

모든 브랜드,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양 및 외형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색상은 브로슈어에 표시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니며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 이미지의 경우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2017 Ricoh 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본 브로슈어와 브로슈어의 내용, 레이아웃은 수정, 변경할 수 없으며, 
Ricoh Korea Co., Ltd.의 서면 허가 없이 브로슈어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모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