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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화상도의 선명한 품질
MP C440DN은 컬러 문서를 더욱 생동감 있고 경쟁력 
있게 완성합니다. 최대 1,200 x 1,200dpi의 해상도 지
원을 통해 좀 더 선명한 선이나 텍스트, 그리고 역동적
인 컬러를 구현합니다. 

뛰어난 내구성 

SP C440DN은 뛰어난 내구성을 통해 많은 작업량에도 과
도한 다운타임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50,000매까지 출력이 가능해 업무량이 많은 워크그룹에
서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프린터는 규모가 작은 사무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리코의 
SP C440DN은 뛰어난 내구성과 빠른 인쇄 속도를 통해 프린터에 대한 소규
모 워크그룹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길 수 있습니다. 빠른 인쇄 속도는 사용자
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낮은 장당 인쇄 비용은 운영 비
용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또한 SP C440DN은 다양한 종류의 용지 수용 및 
NIC2 포트, XPS 지원을 포함한 컨트롤러 옵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리코의 A4 프린터 SP C440DN은 
안정적인 운영성과 높은 컬러 품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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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용지 관리 

최대 2,300매까지 용지 적재가 가능하여 비즈니스 및 상업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사용자별 최대 
인쇄량을 제한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용지 관리 및 비용 절감
이 가능합니다.

사용 편의성 

풀 프론트 오퍼레이션(Full-Front Operation) 기능을 통해 
용지 걸림 현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10키 작동 패널을 장
착해 한 손으로 편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계에 대
한 중앙 원격 통합 관리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
켰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생산성 강화
새로운 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SP C440DN은 리코의 최신 컨트롤러 GW+와 NIC2 포트*, XPS 옵션*을 
포함한 새로운 컨트롤러 옵션 장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
습니다. NIC2 포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를 기타 네트워크
와 분리시켜주는 옵션으로 금융권, 헬스케어, 관공서 등 다양한 잠재 고
객군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XPS 옵션은 드라이버 사용 없이 USB나 
PC를 통해 XPS 파일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복잡한 업무 프로
세스를 간소화 했습니다. (*별도 옵션 필요)

경제적인 운영 비용

SP C440DN은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장당 인쇄 비용이 매우 낮아 다량의 
인쇄 작업이 빈번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또한 슬립 모드에서
의 전력 소비량 또한 업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적인 기계 운영이 가능합니
다.

강화된 보안기능 및 다양한 솔루션

기밀 정보는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SP C440DN
은 잠금 인쇄*, 보류 인쇄*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
합니다. 잠금 인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조작 패널에 암호를 입
력해야만 인쇄가 가능하며, 보류인쇄 기능을 통해 인쇄 작업을 임시로 저
장한 후 나중에 지정한 설정에 따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인증
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임을 인증한 후 인쇄물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 좀 더 안전한 문서 보안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성 및 에너지 절감

SP C440DN은 제품 사용에 있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함과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ECO Night 
Sensor, 온/오프라인 타이머 등의 에너지 절감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5.0kWh 미만의 낮은 평일반 전기 소모량(TEC)을 자랑합니다. 또한 에너지 
스타(Energy Start) 표준을 준수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아 친환경적
인 기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SP C440DN은 이동∙폐기 시 하드의 도난에 의한 정보 유출을 억제하는 
HDD* 암호화 기능으로 고객의 문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솔루션
(별매)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별도 HDD 옵션 필요)

Card Authentication Package: 카드 인증을 통해 문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Remote: 리코 복합기 및 SP C440DN의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vice Manager NX: 리코 복합기 및 SP C440DN의 모니터링 및 통계 정보
를 제공합니다.
Enhanced Locked Print NX: 복수의 복합기와 SP C440DN을 ELP로 연결하
여 어느 매체에서든 편리하게 출력 업무가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예열 시간:

첫장 출력 시간:

연속 출력 속도: 

무게:

전원:

프린터

프린터언어: 표준: PCL5c/6, PostScript® 3™,
PDF
옵션: IPDS, XPS, PictBridge

해상도: 최대 1,200 x 1,200 dpi

인터페이스: 표준: Gigabit Ethernet(10BASE-
T/1000BASE-T 100BASE-Tx), 
USB2.0(Type A & B), SD 카드 슬롯
(2포트)
옵션: IEEE1284, NIC2 Port

TCP/IP (IPv4/IPv6)네트워크 프로토콜: 

Windows® 환경: Windows® Vista, Windows® 7/8/8.1/
Server 2003/2008/R2/2012/R2

Mac OS 환경: Macintosh OS X 10.7 또는 이후 *PS only

옵션 

옵션 용지함, 캐스터 테이블, HDD 320GB, PictBridge, VM 카드, 
IEEE 1284/ECP, IPDS 옵션, XPS 옵션, NIC2 포트, 폰트 S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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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은...

전력소비량: 

SP C440DN
주요 사양

친환경

메모리: 

HDD: 

규격(너비x깊이x높이):

듀티 사이클:

46초 이하

컬러: 15초 이하

흑백: 10초 이하

컬러: 40ppm 
흑백: 40ppm 
표준: 최대 1GB

320GB(옵션)

444 x 658 x 490mm(표준) 

444 x 658 x 910mm(최대) 

57kg (토너 포함)

220-240V, 50/60Hz

150,000매/월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A4, A5, A6, B5, B6

적재 매수: 표준: 550매
수동급지대: 100매
옵션: 550매 (최대 3개의 옵션 용지함)

용지 무게: 표준 용지함: 52-220g/m2 (14-59lb

수동급지대: 52-256g/m2 (14-69lb)

옵션 용지함: 52-220g/m2 (14-59lb)

양면 용지: 60-163g/m2 (16-44lb)

용지 유형: 일반 용지, 얇은 용지, 중간 두꺼운 
용지, 두꺼운 용지, 재생 용지, 특수 
용지, 레터헤드, 레이블 용지, 사전 
인쇄 용지, 광택 용지, 코팅지, 봉투

일반 전기 소모량(TEC): 

소모품 

토너 용량: 흑백: 약 21,000매
컬러(C/M/Y): 약 24,000매

ISO/IEC 19798*

초기 토너: 흑백: 약 3,000매
컬러(C/M/Y): 약 3,000매
*ISO/IEC 19798

감광체/현상 장치: 약 50,000매

전사 장치: 약 100,000매

정착 장치: 약 120,000매

페토너통: 약 50,000매

최대: 1,650W

에너지 절전 모드: 0.66W 이하  

대기 모드: 157W 이하

4.3KWh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