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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cations

*1 The media holder for this machine is exclusively designed for media rolls with a paper tube measuring 3 inches in 
diameter. To use 2-inch media rolls, the optional media �anges are required. *2 The length of the production run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the software program. *3 ・Media type: Media speci�ed by Roland DG Corp. ・
Temperature: 25°C (77°F), humidity: 50% ・Roll media must be loaded correctly. ・Excluding expansion/contraction of 
the media ・Not assured when the print heater or dryer is used. ・All correction or adjustment functions of this 
machine have been made properly. ・Print travel: 1 m *4 ・Warm up is required after power up. This may require 5 to 
20 minutes, depending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ambient temperature and media width, 
the preset temperature may not be reached.

Ink cartridges
Colors Four colors (cyan,magenta,yellow,and black)

Types Roland ECO-SOL MAX 2 440-cc cartridge

Connectivity

Power Consumption

Acoustic noise level

Environmental

Included items

Printing width*2 Maximum 1,615 mm (63.6 in.)

Printing resolution (dots per inch) Maximum 1,440 dpi

Distance accuracy*3 Error of less than ±0.3% of distance traveled, or ±0.3 mm, whichever is greater

Media heating system*4
Print heater, setting range for the preset temperature: 30 to 45°C (86 to 112°F)

Dryer, setting range for the preset temperature: 30 to 50°C (86 to 122°F)

Core diameter*1 76.2 mm (3 in.) or 50.8 mm (2 in.)

Roll weight Maximum 40 kg (88 lbs.)

Roll outer diameter Maximum 210 mm (8.3 in.)

Thickness Maximum 1.0 mm (39 mil) with liner

Ethernet (10BASE-T/100BASE-TX, automatic switching)

Power-saving function Automatic sleep feature

Power requirements AC 100 to 120 V ±10%, 8.1A, 50/60 Hz or AC 220 to 240 V ±10%, 4.1 A, 50/60 Hz

Dimensions (with stand) 2,575 (W) x 795 (D) x 1,270 mm (H) (101.4 (W) x 31.1 (D) x 50 (H) in.)

Weight (with stand) 140 kg (309 lbs)

Temperature: 15 to 32°C (59 to 90°F) (20°C [68°F] or more recommended), 

humidity: 35 to 80%RH (non-condensing)

Temperature: 5 to 40°C (41 to 104°F), humidity: 20 to 80%RH (non-condensing)

Exclusive stands, power cord, media clamps, media holder, replacement blades 

for separating knife, software RIP, User's Manual, etc.

Approx. 14.5 WSleep mode

Approx. 1,070 WDuring operation

49 dB (A) or lessDuring standby

62 dB (A) or lessDuring operation

Power o�

Power on

Media

259 to 1,625 mm (10.2 to 64 in.)Width

Printing technology Piezoelectric inkjet

Ink

ECO-SOL MAX 2 Ink
ESL4-4YE Yellow, 440cc

ESL4-4BK Black, 440cc

ESL4-CLCleaning liquid 1pc.

ESL4-4MG Magenta, 440cc

ESL4-4CY Cyan, 440cc

Model Description

*Roland VersaWorks is a 32-bit application, which runs on 64-bit Windows® with WoW64 (Windows 32-bit on 
Windows 64-bit). *Windows RT is excluded. 

*iPad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Operating system
Windows® 8/8.1 (32/64-bit);
Windows® 7 Professional or Ultimate (32/64-bit);
Windows Vista® Business/Ultimate (32/64-bit)

CPU Intel® Core™2 Duo , 2.0 GHz or faster recommended

RAM 2 GB or more recommended

Video card and monitor A resolution of 1,280 x 1,024 or more recommended

Free hard-disk space 40 GB or more recommended

Hard-disk �le system NTFS format

Optical drive DVD-ROM drive

Roland VersaWorks System Requirements

Operating system iOS 6.0 or later 

Device iPad2 or later 

Roland Printer Assist Requirements

Rol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in speci�cations, materials or accessories 
without notice.  Your actual output may vary.  For optimum output quality, periodic 
maintenance to critical components may be required. Please contact your Roland 
dealer for details. No guarantee or warranty is implied other than expressly stated. 
Roland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whether 
foreseeable or not, caused by defects in such products. Adobe, PostScript, PostScript 
3 and the PostScript logo are trademarks of Adobe Systems Incorporated. PANTONE® 
is the property of Pantone LLC.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Reproduction or use of copyrighted material is governed by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Customers are responsible for observing all 
applicable laws and are liable for any infringement. Roland DG Corp. has licensed the 
MMP technology from the TPL Group. 

Roland DG products that feature this environmental 
label meet the company’s criteria f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 set of standards based on ISO 14021 
self-declaration type II.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rolanddg.com.



Roland VersaEXPRESS RF-640A는 디지털 출력 성공의 
요소인 높은 재현 속도 및 뛰어난 출력 품질, 사용의 편이성, 
높은 신뢰성의 완벽한 공식이 됩니다. RF-640A의 우수성은 
고품질 그래픽을 빠른 속도로 출력함과 동시에 운용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생산성 
향상 및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Productivity

Quality

Ease of Use

Economy

Smart Technology

Support

가장 혁신적인 출력 제어 기술을 차용한 RF-640A는 *기존 모델에 
비해 거의 두 배 빠른 시간당 47.5m2/h 의 출력 속도를 자랑하며 
현수막 출력에 완벽한 모델입니다. 테이크업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고속 출력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두개의 견고한 섀프트로 
무거운 미디어도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피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일보한 기능으로 고속 모드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절대적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 VersaArt RA-640   

최대 45도의 프린트 히터와 최대 50도까지 히팅이 가능한 
드라이어의 기본 장착으로 에코솔벤트를 셋팅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솔벤트잉크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프린터로 차원이 
다른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F-640A는 최신의 고성능 프린트 헤드와 롤랜드 GREEN-
GUARD Gold 인증을 받은 친환경 ECO-SOL MAX 2를 
결합하여, 풍부하고 선명한 컬러 및 뚜렷한 이미지를 
실현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eco-solvent 잉크는 니켈 화합물이 
없고, 옥외 장기 내구성이 뛰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냄새는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지원하여 옥외 광고 및 
실내 포스터 등에 걸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여타 롤랜드 프린터 제품과 같이 RF-640A는 설치와 작동이 
간편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장치를 전면 장착으로 재설계해 
보다 손쉽게 잉크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장착 레버가 
앞쪽과 뒤쪽에 다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고유의 미디어 
받침대로 아주 무거운 미디어 롤도 잘 장착될 수 있도록 해 
주며 테이크업 시스템의 양쪽에 있는 조정가능한 미디어 
홀더로 폭이 좁은 롤도 잘 잡아줍니다.

Roland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여러분은 다양한 고객 서비스 및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Roland DG Creative Center는 여러분 
프린터의 고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감과 정보의 
최대 원천이 됩니다. Roland DG Academy에서 
여러분은 프린터의 기본에서부터 고급 재현 기술 및 
소프트웨어 팁에 걸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Roland DG Care는 여러분 프린터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완벽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F-640A와 함께 프린터 기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iPad 태블릿 전용 Roland 
Printer Assist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앱은 
사용이 편리해 여러분의 iPad에서 아주 
편리하게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F-640A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 보수가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CO-SOL MAX 2 잉크에 최적화된 새로운 
프로파일과 결합한 정밀한 잉크 분사 기술로,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잉크 소비량을 2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 
클리닝 기능으로 잉크 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 프린트 헤드도 
보호합니다. 이 결과, RF-640A로 생산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고효율을 자랑합니다. * VersaArt RE-640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

Pure Genius

기본 드라이어와 프린트 히팅 기능

뛰어난 이미지 품질 및 선명한 컬러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

모바일 프린터 관리

절대 우위의 서비스 및 고객 지원

과학적인 디자인으로 작동이 편리

Amount of ink used

Previous model with ECO-SOL MAX 

RF-640 with ECO-SOL MAX 2 

4.71cc

3.76cc

Print description: □ RIP software: Roland VersaWorks
□ Print mode: Standard  □ Data size: 1118.0mm x 894.4mm  
□ Media: Vinyl

iTunes App Store
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Lever in front
Adjustable 
media holder Lever in backMedia brackets

32.6 m2/h

RF-640A Pigment 4Color Speed

Billboard (540×360/2PASS)

High Speed (540×360/3PASS)

Standard (720×720/5PASS)

High Quality (720×1440/12PASS)

22.3 m2/h

13.1 m2/h

5.4 m2/h

Max Speed (360×360/1PASS) 18.5 m2/h

13.1 m2/h

RF-640A Solvent 4Color Speed

Standard (540×720/5PASS)

Standard (720×720/6PASS)

High Quality (1440×720/8PASS)

10.9 m2/h

4.4 m2/h

High Speed (360×720/3PASS)56.8 m2/h

Printed with the 
previous model 

Printed with the 
VersaEXPRESS RF-64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