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I 종합카다로그
Office Innovation, OKI Printing Solutions
A4 컬러 프린터

C110/C310DN/C330DN/C5750N/C510DN/C530DN/C610N/C711N

A3 컬러 프린터

C830N/C9650N/C930N

A4 컬러 복합기

MC160N/C3530MFP/MC561DN

A4 흑백 프린터

B411D/B411DN/B431DN

A3 흑백 프린터

B820N/B840DN

LED 테크놀로지의 30년 노하우,
<OKI Network in Worldwide >

High Definition LED Head

Printer Control System

: 광원의 차이가 해상도의 차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오키의
ProQ2400 멀티레벨 기술은, 빛을 내는 반도체인 LED를 광원
으로 사용하여 32단계의 다양한 명암을 조절하여 풍부한 색감,
정밀한 세부묘사 등 사실감 넘치는 생생한 해상도를 실현합니다.

: 안정적인 인쇄 품질 보장 자동 컬러 보정 기능을 통해 항상 안
정적이고 선명한 해상도의 인쇄 품질를 실현하며 프린터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동일한 인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ffective Printing Environment
: 사용자 편의 극대화 디지털 LED 기술과 Single-pass 방식으로
기존 레이저 프린터와 비교 시 절반 크기에 불과한 혁신적인 사이
즈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단순한 인쇄 경로로 용지 걸림을 최소
화해 프린팅의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뛰어난 네트워크 솔루
션을 통해 워크 그룹안에서 탁월한 공유 기능을 발휘해 프린터가
가질수 있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Single-pass Flat Paper Path
: 인쇄 프로세스를 한번에 4가지 컬러를 단계별로 인쇄하는 레이
저 프린터와는 다르게 OKI의 Single-pass 직선용지경로 기술은
4개의 드럼이 각각 4색의 이미지를 단 한 번에 인쇄하여 인쇄 시
간을 기존의 1/4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와
두께의 용지는 물론, 최대 1.2m 길이의 배너 인쇄가 가능합니다.

Microfine High Definition Toner
: 초미립자 토너의 시너지 효과 OKI의 ProQ2400 멀티레벨 LED
기술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초미립자 고해상 토너입니다. 일반 토
너보다 입자가 훨씬 미세한 OKI의 초미립자 고해상 토너는 작은
문자는 물론 날카로운 선과 정교한 가장자리의 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표현해 냅니다.

Innovated MPS Solutions
▶Print Super Vision 네트워크 프린터를 관리하기 위한 웹
(Web)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웹 브라우져를 사용해 프린터의
상세정보 파악과 데이터 집계가 가능하며 소모품 사용 상태 및
교체시기, 에러발생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신개념 기능성 솔루
션입니다.
▶Print Job Accounting 무분별한 프린터 사용과 기밀 파일의
부정출력 억제를 위해 사용자, 사용시간, 인쇄종류를 제한하고 기
록할 수 있으며 부서별 혹은 개인별 비용을 파악하여 예산분배와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유틸리티로 인쇄 관리를 뛰어넘는 사
무환경관리의 해결사입니다.

OKI C110

소규모 작업그룹을 위한 다용도 데스크탑 컬러 프린터

A4

A4 컬러 프린터

● 컬러 5ppm, 흑백 19ppm 인쇄속도 ● 1200×600dpi 해상도 ● 콤팩트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 기본 트레이 200매 급지 가능 ● 간편한 조작 패널

A4 인쇄속도(컬러/흑백) 5ppm / 19ppm

용지 무게

60-209g/m2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22초 / 13초

전원공급

단상 : 220-240VAC,

프로세서(CPU)

80 MHz

해상도

1200 x 600dpi x 1bit

주파수 : 50/60Hz ±10%
평상시 : 440W, 최대 : 1,020W,

전원소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Windows 호스트 기반 인쇄
표준연결

고속 USB

OS 호환

Windows2000/XP/XPx64/

대기상태 : 평균 140W, 절전 : 14W 미만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275 x 396 x 380mm / 14.4kg
컬러 토너

Vista(32bit)/Vista(64bit)/Server2003/
Sever2003x64/Server2008/
Server2008x64

OKI C310dn

메모리

16MB

용지 용량 및 크기

200매 (80g/m2 기준) / A4, A5, B5

탁월한 디자인과 상상이상의 가치

소 흑백 토너
모
이미징유닛
품
정착기(퓨저유닛)

1,500매 / 2,500매
2,500매
9,600매 (3페이지 단위 컬러 출력시)
20,800매 (3페이지 단위 흑백 출력시)
50,000매

A4

● 컬러 22ppm, 흑백 24ppm의 빠른 인쇄속도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다양한 인쇄 사이즈 최대 1.2m 배너 인쇄 가능 ● 자동 양면인쇄 기능 기본
A4 인쇄속도(컬러/흑백)
● 에코모드(ECO Mode)를 통한 에너지 절약 ●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지정기관

22ppm / 24ppm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명함,

266 Mhz

사진,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양면인쇄 : A4,A5,B5

ProQ2400 멀티레벨
1200 X 600dpi, 600 X 600dpi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기본트레이 : A4,A5,B5,A6

용지 크기

9초 / 8.5초

1단트레이 : 64~176g/m2

용지 무게

다용도트레이 : 64~220g/m2

Windows / Mac

양면인쇄 : 64~176g/m2

호스트 기반인쇄

표준연결
OS 호환

고속 USB 2.0, 10/100 TX 이더넷
Windows 2000 / XP Home / XP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전원공급
전원소비

평상시 : 480W, 최대 : 1,170W,

Professional(32-bit & 64-bit) / Server
2003(32 bit & 64 bit) / Server 2008(32 bit
& 64 bit) / Server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bit) / Windows 7(32 bit &
64 bit); Mac OS X 10.3.9~10.6.2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64MB / 64MB
2

기본 : 250매 (80g/m 기준)
2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 기준)

대기상태 : 80W, 절전시 : 9.5W 미만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션트레이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품 이송벨트
정착기(퓨저유닛)

242 X 410 X 504mm, 무게 : 22kg
기본 장착
2단트레이 (530매 용량)
2,000매 / 2,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G2B 식별번호 : 21985032

OKI C330dn

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가치

A4

● 컬러 22ppm, 흑백 24ppm의 빠른 인쇄속도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다양한 인쇄 사이즈 최대 1.2m 배너 인쇄 가능
● PCL6, PCL5c, PS3 인쇄언어 지원 ● 자동 양면인쇄 기능 기본 ● 에코모드(ECO Mode)를 통한 에너지 절약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22ppm / 24ppm

지정기관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명함,

용지 크기

9초 / 8.5초

사진,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양면인쇄 : A4,A5,B5

532 Mhz
ProQ2400 멀티레벨,

1단트레이 : 64~176g/m2

용지 무게

다용도트레이 : 64~220g/m2

1200 X 600dpi, 600 X 600dpi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

양면인쇄 : 64~176g/m2

PCL 6(XL3.0), PCL5c, PostScript 3, SIDM
고속 USB 2.0, 10/100 TX 이더넷
Windows 2000 / XP Home / XP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전원공급
전원소비

평상시 : 480W, 최대 : 1,170W,

Professional(32-bit & 64-bit) / Server
2003(32 bit & 64 bit) / Server 2008(32 bit
& 64 bit) / Server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bit) / Windows 7(32 bit &
64 bit); Mac OS X 10.3.9~10.6.2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128MB / 640MB
기본 : 250매 (80g/m2 기준)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2 기준)

용지 크기

OKI C5750n

기본트레이 : A4,A5,B5,A6

대기상태 : 80W, 절전시 : 14W 미만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 트레이
션 메모리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품 이송벨트
정착기(퓨저유닛)

고효율 사무환경을 추구하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

표준연결

22ppm / 32ppm

용지 무게

512MB
2,000매 / 2,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1단트레이 : 64~120g/m2
다용도트레이 : 75~203g/m2

전원공급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 dpi
PCL6(XL3.0), PCL5c, PostScript3,

2단트레이 (530매 용량)

지정기관

11초 / 8초
500 Mhz

기본 장착

A4

● 컬러 22ppm, 흑백32ppm의 빠른 인쇄 속도● PCL, PS3 인쇄 언어 지원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의 고급 인쇄 품질
● 500Mhz의 신속한 업무처리 ● 최대 768MB 의 효율적인 메모리 ● 최대 8,000매 고용량 토너 지원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242 X 410 X 504mm / 22kg

단상 : 220~240 VAC,
주파수 : 50/60Hz ±2%

전원소비

평상시 490W, 최대 1,200W,

SIDM(IBM-PPR, EPSON-FX)

대기상태 100W(평균), 절전시 17W 미만

고속 USB, 10/100 - TX 이더넷,

339.5 x 435 x 563.5mm / 26kg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IEEE 1284 양방향 페러럴
양면인쇄
Windows2000, XPHome/Professional/x64, 옵 메모리
OS 호환
Server2003/x64, Vista,
션 트레이
Mac OS X PowerPC 10.2.8 이상/ X Intel 10.4.4 이상
하드디스크
256MB / 768MB
메모리(표준/최대)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기본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300매 (80g/m2기준) / A4, A5, B5, A6
모
2
100매
(80g/m
기준)
/
A4,
A5,
B5,
A6,
이송벨트
다용도 트레이
품
봉투,
라벨,
투명지,
사용자정의(1.2m
배너)
정착기(퓨저유닛)
용지 용량 및 크기

옵션
256MB / 512MB
옵션
옵션
2,000매 / 8,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OKI C510dn

인쇄속도와 효율성이 강조된 간편한 컬러프린터

A4

● 컬러 26ppm, 흑백 30ppm의 고속인쇄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봉투, 명함, 사진 및 1.2m 배너 등 다양한 인쇄 지원
● 자동 양면인쇄 기능 기본 ● 에코모드(ECO Mode)를 통한 에너지 절약 ●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뛰어난 디자인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지정기관

26ppm / 30ppm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명함,

용지 크기

8초 / 7.5초

사진, 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양면인쇄 : A4, A5, B5

266 Mhz

1단트레이 : 64~176g/m2

용지 무게

ProQ2400 멀티레벨,

다용도트레이 : 64~220g/m2

1200 x 600 dpi, 600 X 600dpi

A4 컬러 프린터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

양면인쇄 : 64~176g/m2

Windows / Mac 호스트 기반인쇄
고속 USB 2.0, 10/100 TX 이더넷

전원공급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Windows 2000 / XP Home / XP
Professional(32-bit & 64-bit) / Server

전원소비

평상시: 540W, 최대: 1,170W, 대기상태: 80W,
절전모드 : 9.5W 미만, 수면모드 : 2W 미만

2003(32 bit & 64 bit) / Server 2008(32 bit
& 64 bit) / Server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bit) / Windows 7(32 bit
& 64 bit); Mac OS X 10.3.9~10.6.2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64MB / 64MB
2

기본 : 250매 (80g/m 기준)
2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 기준)

용지 크기

OKI C530dn

기본트레이 : A4, A5, B5, A6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전문가급 컬러프린터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532Mhz 의 고효율 프로세서
● 봉투, 명함, 사진 및 1.2m 배너 등 다양한 인쇄 지원 ● PCL6, PCL5c, PS3 인쇄언어 지원
● 자동 양면인쇄 기능 기본 ● 에코모드(ECO Mode)를 통한 에너지 절약
●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뛰어난 디자인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션트레이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품 이송벨트
정착기(퓨저유닛)

242 X 410 X 504mm / 22kg
기본 장착
2단트레이 (530매 용량)
5,000매/5,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A4
지정기관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26ppm / 30ppm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명함,

532 Mhz

사진,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양면인쇄 : A4, A5, B5

ProQ2400 멀티레벨,
1200 x 600 dpi, 600 X 600dpi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

기본트레이 : A4, A5, B5, A6

용지 크기

8초 / 7.5초

1단트레이 : 64~176g/m2

용지 무게

다용도트레이 : 64~220g/m2

PCL 6(XL3.0), PCL5c, PostScript 3, SIDM

양면인쇄 : 64~176g/m2

고속 USB 2.0, 10/100 TX 이더넷
Windows 2000 / XP Home / XP
Professional(32-bit & 64-bit) /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전원공급
전원소비

평상시: 540W, 최대: 1170W, 대기상태: 80W,
절전모드 : 14W 미만, 수면모드 : 1.1W 미만

Server 2003(32 bit & 64 bit) /
Server 2008(32 bit & 64 bit) /
Server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bit) / Windows 7(32 bit &
64 bit); Mac OS X 10.3.9~10.6.2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256MB / 768MB
기본 : 250매 (80g/m2기준)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2 기준)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션트레이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이송벨트
품
정착기(퓨저유닛)

242 X 410 X 504mm / 22kg
기본 장착
2단트레이 (530매 용량)
5,000매/5,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G2B 식별번호 : 21985030

OKI C610n

경쟁력을 키워주는 완벽한 성능의 비즈니스 파트너
A4

● 컬러 34ppm, 흑백 36ppm의 놀라운 인쇄속도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다양한 인쇄 사이즈 최대 1.2m 배너
인쇄 가능 ● 533Mhz 의 고효율 프로세서 ● 16GB SDHC 메모리 추가 가능 ● 수면모드시 1.2W의 놀라운 절전 효과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지정기관

34ppm / 36ppm

용지 크기

기본트레이 : A4,A5,B5,A6

9초 / 8초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라벨,

533 Mhz

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ProQ2400 멀티레벨,

1단트레이 : 64~220g/m2

용지 무게

다용도트레이 : 64~250g/m2

1200 x 600 dpi, 600 X 600dpi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PCL 6(XL3.0), PCL5c, PostScript 3, SIDM,
PDF Direct Print v1.7, XPS

표준연결
OS호환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평상시 : 600W, 최대 : 1,300W, 대기상태 : 평균

고속 USB, 10/100 TX 이더넷

100W, 절전모드 : 15W 미만, 수면모드 : 1.2W

Windows 2000 / XP Home / XP
Professional / XP Professional x64 /
Server 2003 / Server 2003 x64 /
Server 2008 / Server 2008 x64 /
Vista(32 bit &64 bit) / Windows 7(web
download); Mac OS X 10.3.9~10.6.1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전원공급
전원소비

256MB / 768MB
2

기본 : 300매 (80g/m 기준)
2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 기준)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 메모리
션 트레이
SDHC 메모리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이송벨트
품
정착기(퓨저유닛)

340 X 435 X 546mm / 26kg
옵션
512MB
2단 트레이(530매), 3단 트레이(530매)
16GB
6,000매 / 8,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G2B 식별번호 C610dn : 21985029

OKI C711n

탁월한 기능과 뛰어난 비용절감의 기업용 컬러프린터
A4

● 컬러 34ppm, 흑백 36ppm의 놀라운 인쇄속도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급인쇄 품질 ● 최대 250g 두께의 용지 인쇄 가능
● PCL6, PCL5c, PS3 인쇄언어 지원 ● 16GB SDHC 메모리 추가 가능 ● 용지용량 최대 1,690매까지 확장 가능

A4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지정기관

34ppm / 36ppm

용지 크기

다용도트레이 : A4,A5,B5,A6,봉투,라벨,

533MHz

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ProQ2400 멀티레벨,

용지 무게

PCL 6(XL3.0), PCL5c, PostScript 3, SIDM,
PDF Direct Print v1.7, XPS

표준연결
OS 호환

Windows 2000 / XP Home / XP Professional /
XP Professional x64 / Server 2003 / Server
2003 x64 / Server 2008 / Server 2008 x64 /
Vista(32 bit &64 bit) / Windows 7(web
download); Mac OS X 10.3.9~10.6.1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전원공급
전원소비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고속
USB2.0, 10/100BaseTX 이더넷

256MB / 768MB
2

기본 : 530매 (80g/m 기준)
2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m 기준)

1단트레이 : 64~220g/m2
다용도트레이 : 64~250g/m2

1200 x 600 dpi, 600 X 600dpi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기본트레이 : A4,A5,B5

9초 / 8초

단상 : 220-240VAC, 주파수 : 50/60Hz ±2%
평상시 : 600W, 최대 : 1,300W, 대기상태 : 평균
100W, 절전모드 : 15W 미만, 수면모드 : 1.2W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 메모리
션 트레이
SDHC 메모리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이송벨트
품
정착기(퓨저유닛)

389 X 435 X 546mm / 28kg
옵션
512MB
2단 트레이(530매), 3단 트레이(530매)
16GB
11,500매 / 11,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60,000매
60,000매

※ 한국오키시스템즈의 모든 제품은 1년간 무상 서비스를 보증합니다.(국내)

www.okiprinting.co.kr

>>>

1.2m 까지 긴 배너도 한번에!
오키만의 독창적인 싱글패스 인쇄방식으로
인쇄용지의 재질, 두께, 길이의 한계를 뛰어 넘어,
편리한 업무 지원과 동시에 고품질 그래픽 작업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OKI C830n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비즈니스에 이상적인 프린터

● 컬러 30pp, 흑백 32ppm의 빠른 인쇄 속도 ● ProQ2400 멀티레벨 기술로 HD 품질 인쇄 ● 1200X600 dpi 해상도
● A6부터 A3, 1.22m 배너 등 다양한 인쇄 사이즈 ● 최대 768MB의 효율적인 메모리
A4 인쇄속도(컬러/흑백)
● 700Mhz의 고속 업무 처리
A3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A3
지정기관

30ppm / 32ppm

기본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다용도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용지 무게

16ppm / 17ppm
10초 / 9.5초
700Mhz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 dpi

A3 컬러 프린터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전원공급

단상 : 220~240 VAC,

전원소비

평상시 570W, 최대 1,350W,

고속 USB 10/100-TX 이더넷 및

대기상태 200W(평균), 절전시 17W 미만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양면인쇄
옵 메모리
션 트레이
하드디스크
컬러/흑백 토너
소
이미지드럼
모
이송벨트
품
정착기(퓨저유닛)

Windows2000/XP Home/XP
Professional/XP/ x64,
Server2003/ x64
/Vista(32-bit)/Vista(64bit)/
Server2008/ x64,
Mac OS X PowerPC 10.3.0 이상/
OS X 10.5 / 10.4.4 이상

메모리(표준/최대)

A6, 사용자정의(1.2m 배너 )
1단트레이 : 64~120g/m2

주파수 : 50/60Hz ±2%

PDF Direct Print v1.5

OS 호환

100매 (80g/m2기준) / A3, A4, A5,

다용도트레이 : 64~220g/m2

PCL 6/5c, PS3
SIDM(IBM-PPR, EPSON-FX),

표준연결

300매 (80g/m2기준) / A3, A4, A5,
A6, B4, B5

256MB / 768MB

345 x 485 x 579mm / 36kg
옵션
옵션
옵션
옵션
8,000매 / 8,000매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80,000매
100,000매

G2B 식별번호 C830dn : 21917337 / C830dtn : 21917338

OKI C9650n

오피스 프린팅의 허브, 창의적 표현의 중심

● 네트워크 공유로 다수의 사용자 손쉽게 사용 ● 최대 2,880매 용지 공급
● 컬러 36ppm, 흑백 40ppm 고속인쇄 ● 다양한 문서 보안 기능 ● 배너, 소책자, 명함 제작
● 단순한 구조로 소모품 교체 편리

A3
지정기관

A4 인쇄속도(컬러/흑백)
A3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36ppm / 40ppm
19ppm / 21ppm

기본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다용도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용지 무게

10.5초 / 9초
800MHz
ProQ2400 멀티레벨,
1200 x 600 dpi
PCL5c, PCL XL, Adobe PostScript 3,
전원공급
PDF Direct Print v1.6, SIDM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및 고속 USB 2.0,
10Base-T/100Base-TX/1000Base-T 이더넷

OS 호환

Windows Vista (32 bit & 64 Bit versions) / 2000
Workstation (SP3 이후 SP) / 2000 Professional
(SP3 이후 SP) / 2000 Server (SP3 이후 SP) /
2000 Advanced Server (SP3 이후 SP) / XP
Professional / XP Professional x64/ XP Home /
2003 server / 2003 Server x64 / Windows 2000
Server (ServicePack4) + Citrix MetaFrame XP
Presentation Server Feature Release 4 / Server
2003 Standard Edition + Citrix MetaFrame XP
Presentation Server Feature Release 4, Mac OS X
PowerPC 10.2.8 이후, Mac OS X Intel 10.4.4 이후

메모리(표준/최대)

512M / 1,024M

530매 (80g 기준) / A3,
A3wide(328mm x 457mm), A4, A5, A6
230매 (80g 기준) / A3, A3wide(328mm x 457mm),
A4, A5, A6, 사용자 지정 (최대 1.2m 배너)
기본트레이 : 64g ~ 216g
다용도트레이 : 64g ~ 300g

단상 : 220VAC-240VAC,
주파수 : 50Hz ±2Hz
평상시 750W, 최대 1,500W, 대기상태
전원소비
200W(평균), 절전 26W미만
471
x 654.5 x 623mm / 76kg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옵션
양면인쇄
옵
128MB / 256MB / 512MB
메모리
션
트레이/하드디스크 옵션
15,000매
컬러 토너
15,000매
소 흑백 토너
3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모 이미지드럼
100,000매
품 이송벨트

정착기(퓨저유닛)

100,000매

G2B 식별번호 C9650dn : 22165672 / C9650dtn : 22165673

OKI C930n

전문가가 인정한 고성능 컬러프린터

A3
지정기관

● 컬러 36pp, 흑백 40ppm의 빠른 인쇄 속도 ● PCL, PS 3 인쇄언어 지원 ● ProQ2400 멀티레벨 1200×1200dpi 고급 인쇄 품질
● 1GB 메모리 기본 ● 기본 트레이 최대 530매 급지 가능 ● Fiery 컨트롤러로 정확한 인쇄

A4 인쇄속도(컬러/흑백)
A3 인쇄속도(컬러/흑백)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36ppm / 40ppm
19ppm / 21ppm

OS 호환

Windows2000/XPHome/

10.5초 / 9초
1Ghz
ProQ2400 멀티레벨, 1200x1200 dpi
Adobe Postscript3, PCL 5e
고속 USB 2.0 및 10/100Base-TX 이더넷
XP Professional/XP Professionalx64/
Server2003/Server2003x64/
Vista(32bit)/Vista(64bit)/Server2008/S
erver2008x64, Mac OS 9.0, X
PowerPC 10.3.0 이상/OS X 10.5를
포함한 OS X Intel 10.4.4 이상

메모리(표준/최대)

1GB

기본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530매 (80g/㎡기준), /
A3+, A3, A4, A5, A6

230매 (80g/m2기준) / A3, A3nobi,
A3 wide,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엑스
트라, A4, A5, A6, B4, B5, 레터,
legal, 사용자지정
기본~대용량 트레이 : 64~216g/m2
용지 무게
다용도트레이 : 64~300g/m2
단상 : 220-240VAC,
전원공급
주파수 : 50/60Hz ±2%
평상시 : 780W, 최대 : 1,500W,
전원소비
대기상태 : 평균 200W, 절전 : 34W 미만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654.5 X 633 X 471mm / 71.9kg
옵션
양면인쇄
옵
옵션
트레이
션
옵션
하드디스크
15,000매 / 15,000매
컬러/흑백 토너
20,000매 (3페이지 단위 출력시)
소 이미지드럼
100,000매
모 이송벨트
100,000매
정착기(퓨저유닛)
품
Toner Disposal 30,000매

다용도 트레이
용지 용량 및 크기

※ 한국오키시스템즈의 모든 제품은 1년간 무상 서비스를 보증합니다.(국내)

OKI B820n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율적인 A3흑백프린터

A3
지정기관

A3 흑백 프린터

● 최대 35ppm의 고속인쇄 ● 공간활용도 높은 디자인 ● 네트워크 프린팅 기본 ● 최대 1,690매 용지 공급
● 600X2,400 dpi 고해상도 ● 대용량 토너로 비용절감

A4 인쇄속도(흑백)
A3 인쇄속도(흑백)

35ppm
20ppm

다용도트레이 : A3, A4, A5, B4, B5; 사용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프로세서(CPU)
해상도

5초

자지정(148.5~297 x 182~420mm)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PCL6(XL&5e),SIDM(IBM-PPR, EPSON-FX)

표준연결

10/100-TX 이더넷, 고속USB 2.0,

용지크기

533MHz

용지무게

기본트레이 : 60-176g/m2

600 x 2400dpi

다용도트레이 : 60-200g/m2

전원공급

단상 : 220 - 240VAC ±10%

전원소비

평상시: 550W, 최대: 1200W, 공전상태:

주파수 : 50/60Hz ±2%

IEEE 1284 양방향 페러럴

OS 호환

기본트레이 : A3, A4, A5, B4, B5

Windows XP / XP x64 / Server 2003 (32-bit

75W, 절전: 15W, 수면모드: 1.2W미만

& 64-bit) / Vista (32-bit & 64-bit) / 7 (32-bit
& 64-bit) / Server 2008 (32-bit & 64-bit) /
Server 2008 R2; Mac OS X 10.3.9 - 10.6.4;
Unix/Linux using PPD

메모리(표준/최대)

128MB / 640MB

용지용량

기본 : 530매 (80g 기준)
다용도트레이 : 100매 (80g 기준)

OKI B840dn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373 x 485 x 450mm / 24kg
옵
션
소
모
품

양면인쇄

옵션

트레이

2단트레이(530매 용량)

메모리

16GB SDHC 메모리

흑백토너

15,000매

이미지드럼

30,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다양한 출력 기능이 강화된 A3흑백프린터의 종결자

A3
지정기관

● 네트워크 프린팅 기본 ● 1,200X1,200 dpi 초고해상도 ● 최대 200g의 다양한 용지처리 ● 최대 1,690매 용지 공급
● 인체공학적 디자인 ● 용지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양면인쇄 기본

A4 인쇄속도(흑백)
A3 인쇄속도(흑백)
첫장출력시간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성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용지 크기

OKI B411d/dn

40ppm
22ppm
5초
533MHz
1200 x 1200dpi
PCL6(XL & 5e) , PS3,
SIDM(IBM-PPR, EPSON-FX)
10/100-TX 이더넷, 고속USB 2.0,
IEEE 1284 양방향 페러럴
Windows XP / XP x64 / Server 2003
(32-bit & 64-bit) / Vista (32-bit & 64bit) / 7 (32-bit & 64-bit) / Server 2008
(32-bit & 64-bit) / Server 2008 R2;
Mac OS X 10.3.9 - 10.6.4; Unix/Linux
using PPD
128MB / 640MB
기본 : 530매 (80g 기준)
다용도 트레이 : 100매 (80g 기준)
기본트레이 : A3, A4, A5, B4, B5
다용도 트레이 : A3, A4, A5, B4, B5;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빠르고 경제적인 프린터

사용자지정(148.5~297 x 182~420mm)
양면인쇄 : A3, A4, A5, B4, B5, A6,
봉투(Com-9, Com-10, DL, Monarch,
C4, C5), A4라벨,
사용자지정(76~297x 148~431.8mm)
기본트레이 : 60-176g/m2
다용도 트레이 : 60-200g/m2
양면인쇄 : 60-105g/m2

용지 무게

단상 : 220 - 240VAC ±10%
주파수 : 50/60Hz ±2%
평상시 550W, 최대 1,200W, 대기상태
75W, 절전 15W, 수면모드 1.2W 미만

전원공급
전원소비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373 x 485 x 521mm / 28kg
기본장착

양면인쇄
옵
션

트레이

2단트레이(530매 용량)

메모리

16GB SDHC 메모리

소
모
품

흑백토너

15,000매

이미지드럼

30,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A4
지정기관

● 33ppm의 고속 인쇄 ● 5초 미만의 빠른 첫 장 인쇄 ● 최대 1.2m 배너 인쇄 가능 ● 자동 양면인쇄 가능
● 최대 4,000매 인쇄 가능한 고용량 토너 ●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

A4 흑백 프린터

A4 인쇄속도(흑백)
첫장출력시간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용지 크기

33ppm

Executive,Statement,Letter

용지 크기

5초 미만

다용도트레이 : A4,A5,B5,A6,Legal13,Legal14,

330Mhz

Executive,Statement,라벨,봉투, 사용자정의

2400 x 600 dpi

(최대 1.2m이상 배너)

PCL5e, PCL6, Epson FX, IBM ProPrinter

양면인쇄 : A4,B5,레터지,Legal14이상,Executive

B411d :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고속 USB2.0 용지 무게
B411dn :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고속

1단트레이 : 60~120g/m2

USB2.0, 10/100BaseTX 이더넷

양면인쇄 : 60~120g/m2

Windows 2000 / 2003 / 2003 x64 / XP / XP

단상 : 230 VAC ±10%, 주파수 : 50/60Hz ±2%

다용도트레이 : 60~163g/m2

전원공급
x64 / Server 2008(32 bit & 64 bit) / Server
전원소비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bit)/ Windows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7(32 bit & 64 bit) ; Mac OS 10.3.9~10.6.2
양면인쇄
64MB / 320MB
옵 트레이
기본 : 250매(80g/m2 기준)
션 메모리
소 흑백 토너
다용도트레이 : 1매(최대163g/m2)
모
기본트레이 : A4,A5,B5,A6,Legal13,Legal14, 품 이미지드럼

평상시 : 510W, 최대 : 900W, 대기상태 : 70W, 절전시 : 8W
244.5 X 387 X 364mm, 무게 : 12kg
기본 장착
2단트레이 (530매 용량)
256MB
4,000매
25,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G2B 식별번호 B411d : 21985034

OKI B431dn

바쁜 사무환경에 적합한 생산성 높은 프린터

A4
지정기관

● 38ppm의 초고속 인쇄 ● 330Mhz 의 효율적인 프로세서 ● 최대 1.2m 배너 인쇄 가능 ● 자동 양면인쇄 기본
● 용지용량 최대 880매까지 확장 가능 ● 인체공학적 디자인

A4 인쇄속도(흑백)
첫장출력시간
프로세서(CPU)
해상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표준연결
OS 호환

메모리(표준/최대)
용지 용량
용지 크기

38ppm

용지 크기

Executive,Statement,Letter

4.5초 미만

다용도트레이 : A4,A5,B5,A6,Legal13,Legal14,

330Mhz

Executive,Statement,라벨,봉투,

1200 x 1200 dpi

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PCL5e, PCL6, PastScript3, Epson FX, IBM ProPrinter
IEEE 1284 양방향 페러렐, 고속 USB2.0,

양면인쇄 : A4,B5,레터지,Legal14이상,Executive

용지 무게

1단트레이 : 60~120/m2

10/100BaseTX 이더넷

다용도트레이 : 60~163g/m2

Windows 2000 / 2003 / 2003 x64 / XP /

양면인쇄 : 60~120g/m2

XP x64 / Server 2008(32 bit & 64 bit) /

단상 : 230 VAC ±10%, 주파수 : 50/60Hz ±2%

전원공급
Server 2008 R2(64 bit) / Vista(32 bit & 64
전원소비
bit) / Windows 7(32 bit & 64 bit); Linux PPD;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Mac OS 10.3.9~10.6.2 이상
양면인쇄
64MB / 320MB
옵 트레이
기본 : 250매(80g/m2 기준)
션 메모리
소 흑백 토너
다용도트레이 : 100매(80g/m2 기준)
모
기본트레이 : A4,A5,B5,A6,Legal13,Legal14, 품 이미지드럼

평상시 : 550W, 최대 : 900W, 대기상태 : 70W, 절전시 : 8W
크기 : 244.5 X 387 X 364mm, 무게 : 12kg
기본 장착
2단트레이 (530매 용량)
256MB
4,000매 / 10,000매
25,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G2B 식별번호 : 21985033
※ 한국오키시스템즈의 모든 제품은 1년간 무상 서비스를 보증합니다.(국내)

www.okiprinting.co.kr

>>>

친환경 테크놀로지, LED 헤드
오키 프린터의 LED 광원으로 손쉽게 풍부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뛰어난 테크놀로지입니다.

OKI MC561dn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다기능 컬러복합기
컬러 인쇄, 스캔, 복사, 팩스 기능

● 자동 양면 문서공급장치(RADF)로 양면스캔, 팩스, 복사 ● SUPER G3로 팩스의 고속 수신 및 발신
● ProQ2400 멀티레벨 1,200X600dpi 고해상도 ● USB에 담긴 파일을 직접 인쇄 및 스캔
● 최대 1.2m / 200g의 용지 인쇄 ● 자동양면인쇄를 통해 용지비용 절감

A4
지정기관

A4 인쇄속도(컬러/흑백) 26ppm / 30ppm
첫장출력시간(컬러/흑백) 8초 / 7.5초
ProQ2400 멀티레벨, 1200 X 600dpi,
인쇄 해상도

팩
스

600 X 600dpi

A4 컬러 복합기

인
쇄

프린터 언어(에뮬레이션) PCL 6(XL3.0), PCL5c, PostScript 3,
SIDM(IBM-PPR, EPSON-FX, IBM5577)
256MB / 768MB SDHC: 4GB / 16GB
10/100 BaseTX 이더넷, USB2.0 Device IF,
USB 2.0 Host IF
533MHz
프로세서(CPU)
1200 X 1200dpi
스캔 해상도
20 ipm / 30 ipm 이상
스캔속도(컬러/흑백)
FTP, HTTP, USB memory, E-mail, TWAIN, CIFS
스캔 방법
자동양면용지 공급(최대 50매), 평판스캔
스캔 용지처리
PDF, M-TIFF, JPEG, XPS
이미지 형식
A4 복사속도(컬러/흑백) 26cpm / 30cpm
첫장복사시간(컬러/흑백) 14초 / 12초
600 X 600dpi 이상
복사 해상도
25% / 400%
축소/확대
최대 복사량
99매
Super G3(ITU-T G3) 33.6kbps, (3초/장)
전송 속도

메모리(표준/최대)
표준연결

스
캔

복
사

팩
스

OKI C3530MFP

용
지
관
리

소
모
품

원터치: 16개(Shift키 사용), 스피드: 100개
최대 20개
4MB (약 200매)
기본트레이 : 250매(80g/m2기준) RADF : 50매
(80g/m2기준) 다용도트레이 : 100매(80g/m2기준)
880매(80g/m2 기준)
최대용지용량
기본트레이: A4, A5, B5, A6 RADF: A4, A5,
용지크기
B5, A6 다용도트레이: A4, A5, B5, A6, 봉투 (C5, DL.
Com-9, Com-10, Monarch), Index Card (3"" x 5"")
(75 x 125mm), Photo Size (4"" x 6"", 5"" x 7""), (100 x
150mm, 125 x 175mm), 사용자정의(최대 1.2m이상 배너)
양면인쇄 : A4, A5, B5
트레이1/2: 64~176 g/m2, 다용도트레이 :
용지무게
64~220g/m2, 양면인쇄 : 64~176 g/m2 RADF:
60~105 g/m2 (양면 작업시 : 60~90 g/m2)
기본 장착
양면인쇄
제품크기(HxWxD) 및 무게 444 X 427 X 509mm / 29kg
5,000매 / 5,000매
컬러/흑백토너
20,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이미지드럼
60,000매
이송벨트
60,000매
정착기(퓨저유닛)

단축 다이얼
그룹지정
페이지 메모리
용지용량

업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멀티 솔루션
A4

컬러 인쇄, 스캔, 복사, 팩스 기능

지정기관

● 컬러 16ppm, 흑백 20ppm 인쇄속도 ● 4800dpi의 스캔 해상도와 1200×600dpi의 인쇄 해상도 지원 ● 네트워크, USB, e-mail 직접스캔
● PDF, JPEG, TIFF, M-TIFF등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 최대 100개 팩스 단축다이얼 가능 ● 콤팩트한 사이즈와 사용이 편리한 조작 패널

A4 인쇄속도(컬러/흑백)

16ppm / 20ppm

복

첫장 출력시간(컬러/흑백) 13초 / 11초
인
쇄

사

인쇄 해상도

1200 X 600dpi

인쇄 언어(에뮬레이션)

GDI (Host based printing system)

메모리

128MB

팩

연결

USB 2.0, 10/100 BaseTX 이더넷

스

프로세스

200Mhz

스캔 해상도(농도)

4800 dpi 이상

스 스캔 속도
캔 스캔 방법
이미지 형식
복사 복사 속도(컬러/흑백)

복사 해상도

600 X 600 dpi

축소/확대

25% ~ 400%

최대복사량

99매

전송 속도

33.6 kbps 고급팩스 (3초 / 장)

단축다이얼

100개(10그룹 이상 설정 가능)

페이지 메모리

1.5MB(약 100페이지)
521 X 447 X 547mm / 29Kg

제품크기 및 무게
소

20spm

Network, USB Stick, Email, TWAIN 모
PDF, JPEG, TIFF, M-TIFF

품

16cpm / 20cpm

토너(컬러/흑백)

2,000매 / 2,500매

드럼(컬러/흑백)

15,000매(3페이지 단위 출력시)

이송벨트

50,000매

정착기(퓨저유닛)

50,000매

OKI MC160n

합리적인 가격의 컬러 인쇄가 가능한 복합기
컬러 인쇄, 스캔, 복사, 팩스 기능

A4

● 1200×600dpi의 인쇄 해상도 지원 ● 600×600dpi의 스캔 해상도 지원 ● 최대 220개 팩스 단축다이얼 가능
● PDF, JPEG, TIFF, M-TIFF등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 다양한 스캔 기능으로 문서 관리가 용이

A4 인쇄속도(컬러/흑백) 5ppm / 20ppm

복

첫장 출력시간(컬러/흑백) 23초 / 14초
인
쇄

사

인쇄 해상도

1200 X 600dpi

인쇄 언어(에뮬레이션)

GDI (Host based printing system)

메모리

128MB

연결

LAN, USB2.0

프로세스

120Mhz

스캔 해상도(농도)

600 X 600dpi

팩
스

99매

전송 속도

33.6 kbps 고급팩스(3초 / 장)

단축다이얼

220개(20그룹 설정 가능)

페이지 메모리

6MB(약 384페이지)

소 흑백 토너

캔 스캔 방법
이미지 형식

Network, USB Stick, Email, TWAIN 모
5cpm / 20cpm

50% ~ 400%

최대복사량

컬러 토너

5spm / 20spm

복사 복사 속도(컬러/흑백)

600 X 600 dpi

제품크기 및 무게

스 스캔 속도(컬러/흑백)

PDF, JPEG, TIFF, M-TIFF

복사 해상도
축소/확대

이미징유닛

432 X 405 X 427mm / 20.8Kg
1,500매/2,500매
2,500매
9,600매(3페이지 단위 컬러 출력시)
20,800매(3페이지 단위 흑백 출력시)

품
정착기(퓨저유닛)

50,000매

※ 한국오키시스템즈의 모든 제품은 1년간 무상 서비스를 보증합니다.(국내)

오키 환경보호 정책┃OKI Recycle Program

오키 전국 서비스 망┃OKI Service Network
서비스 대표 전화

080-022-5252

문의 : 한국오키시스템즈 마케팅

02-2139-1313

오키 제품 주문번호┃OKI Product Order No.
프린터
토너(Yellow)
토너(Magenta)
토너(Cyan)
토너(blacK)
드럼(Yellow)
드럼(Magenta)
드럼(Cyan)
드럼(blacK)
프린터
토너(Yellow)
토너(Magenta)
토너(Cyan)
토너(blacK)
드럼(Yellow)
드럼(Magenta)
드럼(Cyan)
드럼(blacK)

C110
44173603
Ｉ44250705
Ｉ44250706
Ｉ44250707
Ｉ44250708

C310dn
C330dn
44346009
44346019
Ｉ44469755
Ｉ44469756
Ｉ44469757
Ｉ44469818

44250801
C5750n
43827236
Ｉ43872309
Ｉ43872310
Ｉ43872311
Ｉ43865712
Ｉ43870009
Ｉ43870010
Ｉ43870011
Ｉ43870012

C510dn
C530dn
44471109
44471119
Ｉ44469725
Ｉ44469726
Ｉ44469727
Ｉ44469806

44494203
C8600n
43170008
Ｉ43487725
Ｉ43487726
Ｉ43487727
Ｉ43487728
Ｉ43449021
Ｉ43449022
Ｉ43449023
Ｉ43449024

02-562-5211

C830n
44015508
Ｉ44059133
Ｉ44059134
Ｉ44059135
Ｉ44059136
Ｉ44064033
Ｉ44064034
Ｉ44064035
Ｉ44064036

C9650n
43628434
Ｉ42918917
Ｉ42918918
Ｉ42918919
Ｉ42918920
Ｉ42918109
Ｉ42918110
Ｉ42918111
Ｉ42918112

C930n
44068916
Ｉ42918953
Ｉ44036038
Ｉ44036039
Ｉ44036040
Ｉ44035529
Ｉ44035530
Ｉ44035531
Ｉ44035532

(주)한국오키시스템즈
서초구 서초동 1338-11 대현 블루타워 11층
TEL:02-562-5211 FAX:02-562-1161
www.okiprinting.co.kr

C610n
44205307
Ｉ44315309
Ｉ44315310
Ｉ44315311
Ｉ44315312
Ｉ44315109
Ｉ44315110
Ｉ44315111
Ｉ44315112
B411d
44556008

C711n
44205407
Ｉ44318609
Ｉ44318610
Ｉ44318611
Ｉ44318612
Ｉ44318509
Ｉ44318510
Ｉ44318511
Ｉ44318512
B411dn
44556028

Ｉ44574703

44250801
B431dn
44566328

C3530MFP
43605627
Ｉ43459325
Ｉ43459326
Ｉ43459327
Ｉ43459328
Ｉ43460225
Ｉ43460226
Ｉ43460227
Ｉ43460228
B820n
44675907

Ｉ44574903

Ｉ44574303

용산 데모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선인프라자 21동 102호
TEL:02-706-0442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외관 및 제품성능을 위해 예고 없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는 2011년 8월 기준입니다.

MC160n
44292403
Ｉ44250705
Ｉ44250706
Ｉ44250707
Ｉ44250708

OKI 공인 지정 협력업체

MC561dn
44473209
Ｉ44469725
Ｉ44469726
Ｉ44469727
Ｉ44469806
44494203
B840dn
44676017

Ｉ44708001

Ｉ44707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