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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및 사용 편의성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 사용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 장소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코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고 민첩한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리코의 무선 데스

크톱 컬러 프린터 SP C252DN은 고품질의 문서를 생산하며, 복잡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

도로 컴팩트하여 소규모 사무실에서 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속도 향상 
SP C252DN을 활용해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내 마칠 수 있습니다. 
흑백, 컬러 모두 1분에 20페이지 출력이 가능하며, 첫 장 출력 시간도 14
초에 불과해 많은 양의 출력도 단시간 내 끝낼 수 있습니다. IEEE 
802.11b/g/n 무선 랜 연결을 기본으로 지원하여, 책상 위 아래나 캐비닛 
내부 등에 케이블 없이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애플
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프린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기기 전면에 설치된 USB 포트에 디지털 카메라나 USB를 연
결하여 컴퓨터 없이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옵션 필요).

저렴한 비용의 컬러 출력
컬러는 문서를 더욱 생동감 있고 경쟁력 있게 완성합니다. SP C252DN
을 사용하면 이러한 컬러 출력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가능합니다. 
Economy Color 모드에서는 텍스트를 최고 밀도로 출력하면서도 적
은 양의 토너를 사용하여 장당 단가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SP C252DN은 600 x 600dpi의 해상도 지원을 통해 좀 더 선명한 선이
나 텍스트, 생동감 있는 컬러를 구현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발표 자료 
작성 및 고화질 그래픽 출력을 원할 경우, 2400 x 600dpi 해상도까지 
출력이 가능해 외주 작업 없이도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간 및 시간 절약
소규모 사무실에서 작은 가게에 이르기까지, SP C252DN은 거의 모든 
업무 공간에 적합합니다. 조작 패널의 직관적인 LCD 디스플레이를 사
용하여 업무 종류를 선택하고 설정을 확인한 후 짧은 시간 내 다음 작
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원터치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교체 또한 매우 
쉽습니다. SP C252DN의 일체형 카트리지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
구나 어려움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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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을 위한 다양한 기능

뛰어난 편의성 

SP C252DN의 혁신적인 기술은 업무를 단순화하고 사용자 편의
성을 높여줍니다. 직관적인 LCD 패널의 원터치 기능을 통해 넓
은 범위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토너 잔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체형 카트리지는 빠른 시간 내 한 손
으로 편리하게 교체 가능합니다. 

기밀 문서 보안

정보는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SP C252DN의 향상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통해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전송된 문서는 사
용자가 기기의 패널에 정확한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하기 전까
지 출력되지 않고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는 중요한 기밀 
문서가 용지함에 쌓여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프린트 
카트리지의 잔량 확인 및 네트워크 설정 또한 웹 이미지 모니
터(Web Image Monitor)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사무실 안팎에서의 부가가치

강력한 사양에 친환경, 경제성까지 갖춘 프린터를 찾으신다면, 
SP C252DN를 선택하세요. SP C252DN은 낮은 기기 가격 및 
합리적인 장당 출력 비용을 자랑합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절
약 마크 및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표준을 준수하여 기기 사
용에 있어 탄소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적은 전력으로도 효
율적인 기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양

Ricoh SP C252DN

일반

프린터

취급 용지

친환경

옵션

소모품

예열 시간:
첫장 출력 시간:

연속 출력 속도:

CPU:
메모리:
규격(너비x깊이x높이)
무게:
전원:
듀티 사이클:
자동 양면 인쇄:

30초
컬러: 14초
흑백: 14초 
컬러: 20초
흑백: 20초
Intel Celeron-M: 350MHz
표준: 128MB
400 x 450 x 320mm 
23.9kg
220 - 240V, 50/60Hz 
65,000장/월
가능

프린터 언어:

해상도:
폰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Windows® 환경:

MAC OS 환경: 

표준: PCL5e, PCL6, 
PostScript® 3™, PictBridge(옵션)
최대: 2,400 x 600dpi
PCL (80 폰트)
표준: USB 2.0, Ethernet 10 base-T/ 
100 base-TX, 무선 LAN (IEEE 802. 
11b/g/n)
TCP/IP, IPP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R2, 
Windows® Server 2012
Macintosh OS X Native v10.6 이상 

권장 용지 크기:
최대 적재 매수:

최대 출력 용량:
용지 무게: 

용지 유형:

A4, A5, A6, B5, B6
표준: 251매
최대: 751매
최대: 150매
표준 용지함: 60 - 160g/m²
옵션 용지함: 60 - 105g/m²
수동급지대: 60 - 160g/m²
양면 트레이: 60 - 90g/m²
일반 용지, 얇은 용지, 중간 두꺼운 용지, 
두꺼운 용지, 재생 용지, 컬러 용지, 레터헤드,
레이블 용지, 봉투, 카드지, 본드지, 사전 인쇄 
용지

전력 소비량: 최대: 1,300W
에너지 절전 모드: 3.8W

1x500매 용지함

일체형 카트리지:

일체형 카트리지:
(대용량)

초기 카트리지:

Black: 4,500매
Cyan: 4,000매
Magenta: 4,000매
Yellow: 4,000매
Black: 6,500매
Cyan: 6,000매
Magenta: 6,000매
Yellow: 6,000매
Black: 1,000매
Cyan: 1,000매
Magenta: 1,000매
Yellow: 1,000매

www.ricoh-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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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옵션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Ricoh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 문의 주문은...

*ISO/IEC 19798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