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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X 2400 dpi

놀라운 인쇄품질을 경험하십시오. 

인쇄비용을 관리하십시오.

CCSLED(Current Confinement Self-Scanning Light Emitting
Device)와 STYLS(SLED, Set-Type Thyristor Logic SLED)

신기술로 컴팩트한 크기와 저전력으로 1200 X 2400dpi의
고해상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IReCT로 구현되는 새로운 CCSLED기술 수퍼 EA-ECO 토너로 비용절감

새롭게 개발된 수퍼 EA-ECO 토너는 새로운 폴리에스터 레진을 적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토너 점도변화에 획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퍼 EA-ECO 토너는 기존 토너보다 정착(fusing)온도를 10~15도 낮추어 

전력소요량을 최대 20%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35%까지 

낮춥니다. 운영비용은 더 줄이면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인증

DocuPrint CP315 dw / CM315 z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스타는 온실가스배출을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임을 표시하고 사용을 독려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동급최강의 기술로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과 놀라운 인쇄품질

후지제록스 오디트론(Auditron)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운영비 절감과 환경 보호

운영비용과 공해가 절감됩니다.

IReCT(Image Registration Control Technology, 이미지 등록제어 기술) 

를 적용하여, 디지털로 처리된 2400dpi의 고해상도 데이터가

인쇄 색상을 보정합니다. 이렇게 보정된 인쇄물의 색상정렬(registration) 

은 더욱 정확해지고, 이미지의 초정밀 재현이 가능합니다.

2차 스캐닝 방향에서 그라데이션 제어를 통해 흑색선과 문자의 윤곽선을 

보다 부드럽게 재현해 냅니다. 이 기능은 낮은 각도(low angle)의 선을 

표현할 때 특히 효과를 발휘하여 더 부드럽고 또렷하게 이미지를 

재생해냅니다.

최대 1만매

인쇄 허용(모노)

미등록 사용자는

모노인쇄만 가능

각 등록사용자의

계정보고서를 참고

최대 1만매

인쇄 허용(컬러 및 모노)등록된 여러 사용자의 프린터 사용설정을 조정하여, 인쇄 비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합니다.

등록사용자 A

일반사용자 D

등록사용자 B

시스템관리자 C

 
 

600 X 600 dpi

 

    

  

 

 

 

1200 X 2400 dpi

기존 기술

SLED 기술

울퉁불퉁한 라인

매끈한 라인

1차 스캐닝방향

2
차

 스
캐

닝
방

향

보정전 보정후

컨트롤러

드럼 유닛

LED 프린트
헤드

색상정렬 오류(misregistration)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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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후지제록스의 차세대 프린터를 소개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이동성

모바일 기능으로 어디서든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후지제록스의 최첨단 기술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공유하며 어디서든 프린트가 

가능하게 합니다. 

AirPrint와 Google Cloud Print 지원

Mopria™ 얼라이언스 인증

Wi-Fi Direct

AirPrint™와 Google Cloud Print™를 통하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휴대기기에서 직접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DocuPrint CP315 dw / CM315 z는 Mopria 얼라이언스 인증을 

획득하여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손쉽게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Mopria Print Service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4.4 이상 가능)

DocuPrint CP315 dw / CM315 z에는 Wi-Fi Direct 기능이

적용되어 무선 중계기(wireless access point)없이도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손쉽게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28매 인쇄

표준 인쇄용지 용량 : 300매

자동양면인쇄 / 무선인쇄

인쇄해상도 : 1200 X 2400dpi
메모리 : 512MB
네트워크기능 / 무선네트워크기능 / USB2.0
ARM프로세서(733MHz)가 구현하는 빠른 처리속도

인쇄

CP315 dw의 기능 일체

복사, 스캔, 팩스기능

메모리 : 1GB
신분증 복사기능

10.9cm 컬러 터치패널

스캔문서 FTP 업로드 / 이메일 첨부 / SMB
USB저장 팩스내장(33.6Kbps)및 PC DirectFAX

NFC 기능

DocuPrint CP315 dw / CM315 z에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NFC 기능이 장착된 휴대기기에서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설치, 인쇄 또는 스캔*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 기능은 CM315z에서만 제공됩니다.

사양

인쇄 복사 스캔 팩스



 

 

한걸음 앞서 나간 후지제록스의 

기술을 경험하십시오. 
차별화된 스마트한 기능으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드립니다.

기다릴 필요 없는 신속한 인쇄

DocuPrint CP315 dw / CM315 z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쇄 작업도 

신속하고 훌륭하게 처리합니다. 분당 28매의 빠른 인쇄로 

아무리 복잡한 인쇄라도 시간을 절약하여 더 빨리, 더 유연하게, 

더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3인치 터치 패널

DocuPrint CM315 z는 혁신적인 4.3인치의 터치 패널로 

최적화된 사용편의를 제공합니다. 

밝고 컬러풀한 아이콘과 눈에 띄는 '클릭-드래그'방식은 최적화된 

사용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맞춰 화면을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맞춤형 '앱'을 만들어 복잡한 일상적인 업무를 버튼 클릭 하나로

손쉽게 처리하세요. 맞춤형 앱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된 명령어 하나로 

통합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복잡한 기능을 클릭 한번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USB 단자를 활용하여 PC 없이 직접 인쇄해 보세요. 

USB 메모리를 프린터에 연결하여 저장된 문서를 인쇄하거나 

스캔한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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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인쇄보안 설정을 경험하십시오. 

필요에 맞는 유연한 인쇄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보안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된 DocuPrint CP315 dw와 CM315 z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공격으로부터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DocuPrint CP315 dw와 CM315 z는 IPv6, IPsec, Secure HTTPs(SSL), 

SNMPV3 등 보안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의 기밀자료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보안유지가 가능한 인쇄

SecurePrint 등 첨단 보안기능을 활용하여 인쇄 작업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며, 

DocuPrint CP315 dw와 CM315 z의 제어판 암호를 입력해야 

인쇄되는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로 구성된 업무환경에 가장 적합한 이 기능은 사용자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손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4.3인치 컬러 터치패널*

다이렉트 USB 스캔*

DADF(자동 양면 문서공급장치)

쉽게 교체 가능한 토너

50매 용량의 바이패스 트레이

250매 용량의 기본 트레이

550매 용량의 트레이(옵션)

캐비닛(옵션) : 캐비닛을 사용하여

테이블 공간 사용을 최소화하고 소모품 저장이 가능함

(외장)기본형 Wi-Fi Dongle

강력한 보안기능을 갖춘 DocuPrint CP315 dw와 CM315 z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ocuPrint CP315 dw / CM315 z는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인쇄옵션을 제공합니다.

SecurePrint 기능을 활용한 기밀문서 인쇄

SecurePrint 옵션을 선택하여

문서를 인쇄하고 암호를 설정

*CM315 z 사양

SecurePrint 메뉴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

설정된 암호를 입력하여

문서 출력

SecurePrint가 

해당 문서의 출력을 허용

안전한 문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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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MB 1GB
ARM Core 73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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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6 Driver: Windows® 10(32bit), Windows® 10(64bit), Windows® 8.1 
(32bit), Windows® 8.1(64bit), Windows® 7(32bit), Windows® 7(64bit), Win -

dows Vista®(32bit), Windows Vista ® (64bit), Windows Server® 2012 R2(64bit), 
Windows Server® 2012(64bit), Windows Server ® 2008 R2(64bit), Windows 

Server® 2008(32bit), Windows Server ® 2008(64bit), Citrix XenApp 7.6
Postscipt® 3 Compatible:  Windows®10(32bit), Windows ®(64bit), 

Windows® 8.1(32bit), Windows®8.1(64bit), Windows ® 8(32bit), Windows®  
8(64bit), Windows ®7(32bit), Windows ®7(64bit), Windows Vista ®(32bit), 
Windows Vista® (64bit), Windows Server® 2012 R2(64bit), Windows Server ®  

2012(64bit), Windows Server ® 2008 R2(64bit), Windows Server ® 2008(32bit), 
Windows Server® 2008(64bit), OS X 10.11 El Capitan, OS X 10.10 Yosemite, OS X 
10.9 Mavericks, OS X 10.8 Mountain Lion, Mac OS X 10.7 Lion,  Citrix XenApp 7.6

Linux PDF driver provided, supported OS as follows: Redhat Enterprise Linux 7 
Desktop, Redhat Enterprise Linux 6  Desktop,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 12, SUSE 
Linux Enterprise Desktop 11, Ubuntu 14.04 LTS, Ubuntu 12.04 LTS, Ubuntu 10.04 LTS

 
 

 

 

420 X 480 X 347mm 420 X 503 X 500mm
 23.7kg 30.2kg

220 to 240V 0Hz ±10%; 50Hz ±3Hz, 60Hz ±3Hz

(220v)  (220v)

DocuPrint CP315 dw DocuPrint CM315 z
 -

-
-
-
-

-  

DocuPrint CP315 dw DocuPrint CM315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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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ocuPrint CP315 dw DocuPrint CM315 z
– 4MB
–
– ITU-T Super G3/G3 ECM/G3
– 120

–

 

 

DocuPrint CP315 dw DocuPrint CM315 z

 CT202606

 CT202607

 CT202608

 CT202609

 CT202610

 CT202611

CT202612

CT202613

 CT351100

 CT351101

 CT351102

 CT351103

 EL500293

DocuPrint CP315 dw DocuPrint CM315 z
EL500292
EL500294

 

DocuPrint CP315 dw / CM315 z 사양
기본 사양 / 인쇄 기능

인쇄속도 A4용지 최대 분당 28ppm, 레터용지 최대 분당 30ppm(컬러 및 모노)

20초 이내 38초 이내

50매

A4/B5/A5/A6, Letter/Legal/Folio/Executive/COM10, 
Monarch, DL, C5, Postcard(4X6), Postcard(5X7), 

커스텀 사이즈
(너비 : 76.2 ~ 215.9mm, 길이 : 148 ~ 355.6mm)
너비 : 76.2 ~ 215.9mm(3” to 8.5”)

너비 : 76.2 ~ 215.9mm(3” to 8.5”)
길이 : 127 ~ 355.6mm(5” to 14”)

길이 : 190.5 ~ 355.6mm(7.5” to 14”)

기본 트레이

다용도 트레이

550매 트레이

최대 :1,320w 이하
저전력모드 : 15w 이하
절전모드 :1.2w 이하

최대 : 1,320w 이하
저전력모드 : 23w 이하
절전모드 : 1.5w 이하

28매(A4), 컬러, 모노

최대 600 X 600dpi

25% / 400%

1 ~ 99매

2 in 1 복사, 신분증 복사, 양면복사

12.1초(컬러) / 9.9초(모노)

기본기본

A4용지 최대 분당 18ppm, 레터용지 최대 분당 19ppm(컬러 및 모노)

PCL6, PCL5e, Postscript®3™ 호환

이더넷(10/100/1000BASE-T), USB 2.0(고속),
무선(IEE802.11b/802.11g/802.11n)

60 ~ 220g

바이패스 트레이 : 50매 ; 기본 : 250매 ; 옵션 : 550매(최대 850매)

150매

대기 시 : 4.3dB(A) / 동작 시 : 6.94dB(A)

1200 X 2400dpi

52,000매/월

이더넷(기본) : TCP/IP(IPv4/IPv6, LPD, IPP, IPPS, SMB, Port9100, WSD*, 
HTTP, HTTPS, SMTP, RARP, AutoIP, WINS, Telnet), SNMP, DHCP, BOOTP,

Bonjour(mDNS), LDAP, LDAPS, Kerberos, DNS, DDNS, SNTP, FTP
IEEE 802.11b/802.11g/802.11n * WSD : Web Services on Devices

9.2초 미만(컬러)
8.2초 미만(모노)

인쇄속도(양면)

인쇄 해상도

예열 시간

최대 인쇄량

메모리

프로세서

PDL

양면 자동문서 공급 장치

양면인쇄

프로토콜

네트워크 연결

지원 OS

작동 소음

용지 출력 용량

복사 해상도

CIS 1path 2면 스캔

최대 400 X 400 dpi

송신기능 : PC 다이렉트 FAX, 다중송신 
(Broadcast), 지연/스케줄 송신, 전달

수신기능 : 보안수신, 원격수신, 
폴링(Polling), 이메일로 팩스전달

최대 600 X 600dpi

컬러 : 14ipm, 모노 : 33ipm 
(단면, A4 용지, 컬러 200dpi, 

ADF 기능 사용 시)

이메일 전송, 네트워크(FTP SMB) 전송, 
USB 메모리 저장, PC 전송

평판 : 216mm X 297mm 
ADF : 215.9mm X 356mm

종류

메모리 용량

550매 공급 장치

캐비닛

팩스 해상도

팩스기능

호환성

단축 다이얼

스캔 해상도

스캔 속도

스캔 대상

문서 크기

블랙 토너 카트리지
(최대 3,000매)

사이언 토너 카트리지
(최대 3,000매)

마젠타 토너 카트리지
(최대 3,000매)

옐로우 토너 카트리지
(최대 3,000매)

대용량 블랙 카트리지
토너 (최대 6,000매)

대용량 사이언 카트리지
토너 (최대 6,000매)

대용량 마젠타 카트리지
토너 (최대 6,000매)

대용량 옐로우 카트리지
토너 (최대 6,000매)

드럼 카트리지 – 블랙 
(최대 50,000매)

드럼 카트리지 - 사이언
(최대 50,000매)

드럼 카트리지 - 마젠타
(최대 50,000매)

드럼 카트리지 - 옐로우
(최대 50,000매)

폐토너 카트리지
(최대 30,000매)

* ISO / IEC 19798 / 24712 기준에 따른 최대인쇄가능 매수입니다. 최대 인쇄가능 매수는 이미지, 이미지의 크기, 
  커버리지, 인쇄모드(인쇄량 (job length), 용지크기, 용지종류, 인쇄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3,000매 
  인쇄 가능한 스타터 토너 카트리지와 최대 50,000매 인쇄 가능한 드럼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출하됩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타 회사명 또는 제품명은 등록상표 또는 각 회사의 상표 입니다. ‘Wi-Fi Direct’는 Wi-Fi Alliance의 상표(또는 등록상표)이며, AirPrint 및 
AirPrint로고는 애플의 상표입니다. Google Cloud Print는 구글의 상표입니다. 

다음에 대한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내 및 해외 통화, 정부 발행 유가증권 및 국채, 지방정부 채권증서. 미사용 우표 및 엽서 등. 법률에 규정된 증서 도장. 저작권이 적용
되는 사물(문학 작품, 음악 작품, 그림, 판화, 지도, 영화 작품, 데셍, 사진 작품 등)의 복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사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정보
제품 사용에 앞서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표시된 적정 전원 및 전압에서만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장이나
합선 발생 시 감전될 수 있습니다.

축소 / 확대

연속 복사

복사 기능

첫 페이지 복사 시간 

크기(W X D X H)

용지 크기*

용지 중량
(모든 트레이)

연속 복사 속도
(A4) 

용지 입력 용량

중량(토너제외)

전원*

전력 소모량*

첫 페이지 출력 시간
(ISO 17629)

복사 기능

스캔 기능

팩스 기능

옵션

소모품*

XEROX와 구(球) 디자인은 미국 또는 다른 국가 Xerox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하는 권리인의 소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제품 사양을 원하시면 아래의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www.xeroxprinters.co.kr

채  널   콜   센  터 : 1670-5805
제품 및 구매문의 : 1670-5806
서비스 고객센터 : 1670-5807

 www.facebook.com/fxpkorea     http://xeroxcs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