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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데스크톱 흑백 프린터

 프린터  

SP 6430DN

ppm
38 흑백



폭 넓은 업무 지원
큰 사이즈의 출력물을 제작할 때 작은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SP 
6430DN을 사용하면 넓은 범위의 업무를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폭 넓은 용지 대응력으로 두꺼운 용지, 레터헤
드, 봉투, 원장은 물론 56~220g/m2 용지까지 1,200 x 1,200 dpi의 
고해상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CAD 드로잉, 공업 디자인, 재무표, 
부동산 도면 등이 필요하면 A3 사이즈로 출력하여 세밀한 부분까
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의사결정이 가능합
니다.

38PPM의 고속 출력 
출력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다음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SP 6430DN을 사용하면 고품질 출력으로도 빠르게 문
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6.6초 미만의 예열 시간, 6.5초의 첫 
장 출력 시간으로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며 준비된 문서를 빠르
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문서를 분당 최대 38 페이지
까지, 양면 인쇄 시 29 페이지까지 출력할 수 있어 빠른 업무 처리 
및 업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외부망과 내부망 분리를 통한 보안 강화
많은 사용자들이 프린터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지만 일부 기
밀 문서의 경우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기업의 인
사부서 등 일부 조직의 경우 기밀 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가 필수
적입니다. USB Device Server 옵션을 사용하여 외부망과 내부망의 
분리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이나 기타 보안 
위협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
금 기능(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옵션 필요)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문
서 출력 시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만 정상 출력이 가능해 문서 보안
에 효과적입니다.

고사양의 공간 효율적인 A3 흑백 프린터
리코의 SP 6430DN은 매우 컴팩트한 A3 흑백 프린터입니다. A4 프린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공간 효율적인 데스크톱 제품입니다. 경쟁력 있는 구매 가격과 낮은 TCO(총 
소유비용)로 운영이 가능하며, 최저 수준의 소비전력을 구현합니다. SP 6430DN은 1,200dpi의 고품
질 출력이 가능하며, 평면도, 도면 등 다양한 종류의 출력물을 최대 A3 사이즈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절전 기능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보안 기능은 기밀 문
서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SP 6430DN은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특별한 프로젝트 수행 시에도 활용 
가능한 높은 사양의 제품입니다. 



사용자 편의 추구
SP 6430DN을 사용하면 문서 출력에 많은 시간 할애가 불필요
하며, 프린트 운영에 넓은 공간 또한 불필요합니다. SP 6430DN
의 LED 프린트헤드 기술은 사용자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습니
다. 빠른 출력 속도와 프린트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제품과 
비교해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로 거의 모든 장소에 배치가 가능
합니다. 또한 SP 6430DN의 4-line LCD 컨트롤 패널을 통해 주요 
설정에 접근하고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
능합니다. 

2,100매까지 대용량 출력 지원
대부분의 사용자는 문서 출력 말고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습
니다. SP 6430DN을 사용하면 출력 지체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의 업무로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공되
는 500매 용지함과 100매 수동급지대, 그리고 3개의 옵션 용지함
을 통해 최대 2,100매까지 용지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지함은 최대 A3 용지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용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각 용지함에 각기 다른 사이즈의 용지를 적재하여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너 카트리지도 프린터 전면부
에서 큰 어려움 없이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력 및 운영 비용 절감
사용자는 SP 6430DN의 표준 자동 양면 인쇄 설정을 통해 용지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리코의 ECO Night Sensor는 기
기 주위가 어두워지면 주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근무 외 시간의 전력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
다. SP 6430DN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표준을 준수하는 대
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낮은 전력 소비를 보장합니다. 또한 
개별 교체가 가능한 낮은 비용의 Cost-per-print 토너와 드럼 소
모품은 총 소유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조직 내 업무 편의성 향상

SP 6430DN을 활용하면 모든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가 엔지니어와 설계도를 공유하거나 미팅을 위해 
큰 사이즈의 레이아웃 출력이 필요할 때, 본인 자리에서 간단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리코의 무료 관리 유틸리티인 디바이스 매니
저(Device Manager XN Lite)를 설치하면 최대 250대의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 및 기계 구성, 그리고 복수의 프린
터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별도 옵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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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6430DN
주요 사양

일반

예열 시간

첫 장 출력 시간

연속 출력 속도

메모리:

HDD:
양면 인쇄:

규격 (W x D x H): 
무게:

전원:

16.6초

6.5초 

38PPM 
표준: 512 MB 

최대: 1 GB 
250 GB (옵션) 

가능

459 x 392 x 347.5 mm 

22.5 kg
220 - 240 V, 50/60 Hz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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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도: 최대1,200 x 1,200 dpi
폰트: PCL (45 fonts, International fonts: 13 

Intellifonts), PS3 (136 fonts), IPDS 
(108 fonts(옵션))

인터페이스: 표준: USB 2.0, USB Host I/F, 
Gigabit Ethernet
옵션: Bi-directional IEEE 1284, 
USB Server for Second Network
Interface(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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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R2

Macintosh OS X Native v10.6 or later
(PS)

Mac OS 환경: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A3, A4, A5, A6, B4, B5, B6
급지 용량: 표준: 500매

최대: 2,100매

급지 출력 용량:

용지 무게:

지원 급지 종류:

최대: 500 sheets
용지함: 56-220 g/m² 
옵션 용지함: 52-162 g/m² 
수동급지대: 52-162 g/m² 
양면: 52-162 g/m²

보안

HDD Data Overwrite Security (옵션), HDD encryption (옵션), 
Window authetication, LDAP Authetication, Basic authentication, 
User Code authentication

옵션

1 x 500매 용지함, Hard Disk Drive (250 GB), RAM (1 GB), Bi-
directional IEEE 1284, USB Server for Second Network Interface, 
VM Card, Netware, IPDS unit, XPS direct print

소모품

Toner Capacity: 10,000 prints 

*ISO/IEC 19752.

www.ricoh-korea.co.kr

모든 브랜드,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양 및 외형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실제 제품의 색상은 브로슈어에 표시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니며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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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리코코리아
(우)137-8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 7층 
전화: 02 3677 1004

● 문의 및 주문은...

Novell® Netware® 환경: v6.5 or later (옵션)

일반 용지, 두꺼운 용지, 컬러 용지, 
레터헤드, 사전 출력 용지, 얇은 용지, 
특수 용지, 봉투 

전원 소비

전원 소비량: 최대: 1,073W 
전력 절약 모드: 0.57 W

Starter Kit: 6,000 prints 

PCU yield: 25,000 pri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