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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흑백 복합기

 복사기기   프린터   팩스   스캐너 



믿을 수 있는 고속 A3 흑백 복합기

최근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실행 방식만큼이나 각 개인이 속한 조직은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문서 관리 또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코의 A3 흑백 복합기 MP 4054SP/

MP 5054SP/MP 6054SP는 업무량이 많은 대규모 사무실을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리코의 새로

운 복합기를 통해 다량의 문서를 좀 더 편리하게 출력, 복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전력 

소비량, 운영 비용 등을 향상된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MDS(Managed Document Service)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기 사용 비용 또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설정이 가능하며, 업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사용자의 폭 넓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업무 시간 절약: 빠른 첫 장 출력 시간 및 슬립모드로부터의 복구

높은 생산성: 40/50/60PPM의 빠른 출력 속도

편리한 사용법: 9 인치의 큰 작동 패널

비용 절감: 낮은 전력 소모

넓은 선택의 폭: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부터 선택 가능

*스마트 터치 패널 국내 미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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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프린트 속도
단면, 양면 모두 최대 60PPM의 속도

로 복사 및 프린팅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MP 6054SP

친환경성
뛰어난 TEC(표준 전력 소비량) 및 빠른 

슬립모드 복구 속도는 다양한 범위의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보안
이전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암호화 가능,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

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서

는 복사가 제한됩니다. 

*CAP 솔루션 별도 판매

스캔 속도
흑백, 컬러 스캐닝이 최대 110PPM

(단면), 180PPM(양면)의 속도로 가능

해 용지가 필요 없는 업무 수행 시에도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SPDF 장착 시

110
page/min
*single-sided



고객 사무의 고생산성 실현

호환 가능한 플랫폼

새로운 복합기 MP 54시리즈는 리코의 컬러기 MP C2503/
C3003/C3503/C4503/C5503과 동일한 유저인터페이스를 갖추
고 있으며 하드웨어의 옵션을 호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
코의 흑백기와 컬러기를 함께 고객사에게 전사적인 이미징 솔
루션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유저인터페이스와 
옵션은 설치자 및 관리자의 업무를 더욱 간편하게 합니다. 

*호환 가능한 옵션은 별도 확인

• 균일한 전사적 이미징 솔루션로써 활용가능
• 리코의 복합기와 동일한 유저인터페이스
• 9인치 컬러 터치스크린패널
• 직관적인 메뉴로 사용자의 편의성 증가
• 공통기능으로 편리한 관리

리코의 새로운 흑백 복합기 MP 54시리즈는 GWNX 컨트롤러

를 채용하였으며 533Mz 프로세서를 통해 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사무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강력한 GWNX컨트롤러

는 프린팅, 복사, 스캔과 팩스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다루며 워

크플로와 생산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Lock프린트 기능을 사용

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오퍼레이션 패널 상에 사용자

별 즐겨찾기 아이콘을 만들어 사용자의 불필요한 작업을 줄

여 줍니다.

• 잠근 인쇄와 보안 정보
• 문서 보안을 위한 하드 암호화
• 보안 인쇄 옵션과 비용관리 솔루션 지원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업무 수행
직장에서의 모든 업무가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닙니다. MP 54시리즈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
보에 접속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리코의 
새로운 복합기는 Ricoh Smart Device Print&Scan을 통해 
속도나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부터의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일을 USB나 SD카드에 저장하여 
기계로 가지고 가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GWNX 컨트롤러를 통한 워크플로 개선



손 쉬운 업무 장악력

편리한 스캔 및 공유
MP 2554SP/MP 3054SP/MP 3554SP를 사용하여 용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정보를 좀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
니다. 디지털 문서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동료들과의 전략 수
립 업무 및 아이디어 공유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지가 흑백이건 컬러건, 혹은 PDF, TIFF, JPEG 등 파일 포맷에 
관계없이 Scan-to-File/Folder/URL/FTP/Email 등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요소가 많은 
고용량의 파일도 적당한 파일로 쉽게 압축 가능합니다. 
DSM(Distributed Scan Management)을 통해 직원간의 스캔 파
일 공유도 용이해졌습니다. MP 2554SP/MP 3054SP/MP 
3554SP를 통해 문서 작업을 자동화하고, 사용자 권한, 규정, 전
달 선호방법 등을 설정하여 정보를 좀 더 손 쉽게 다룰 수 있습
니다. 

다양한 팩스 전달 방법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전송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고
객이나 동료가 전달한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팩스 기능을 장착하면 컴퓨터
로 팩스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건, LAN이건, 
빠른 전달을 위해 IP를 활용한 Super G3건 팩스 전달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팩스 보드가 없는 다
른 기기가 네트워크에 * 연결되어 있을 경우Remote 팩스(옵

션) 기능을 통해 MP 2554SP/MP 3054SP/MP 3554SP로 보내시
면 전화선 비용이나 추가 팩스 보드에 사용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팩스 관련 옵션 필요

한 번에 양면을 읽는 고속 스캐너 SPDF 

오피스 Paperless 환경을 위한 고속 스캐너를 탑재하여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최신 화상처리기술에 의해 글자는 더욱 
선명하게, 사진과 그래픽은 더욱 섬세하게 읽어내며 단면 스캔 
속도는 1분당 110ipm입니다. 흑백은 물론 풀컬러 스캔도 가능
합니다. 한 번에 양면을 읽어 스캔하는 원패스 양면 스캐너를 탑
재하여 겉면은 첫 번째 스캔 모듈에서, 안쪽 면은 두번째 스캔 
모듈에서 동시에 읽어 SPDF가 실현하는 양면 스캔 속도는 1분
당 180ipm입니다. 양면을 동시에 읽어 놀라운 고속스캔 성능을 
달성하여 여러분의 워크플로를 개선합니다. 



진화된 기술 

QSU(Qucik Start Up) 퓨징시스템 

MP 54시리즈는 해상도가 1,200dpi로 선과 글자의 세밀한 표현과 재현
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리코의 독자기술로 흑백기에 최초로 컬러
기의 이미징 프로세스를 담았습니다. 컬러기에 적용했던 QSU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생산성과 에너지 절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QSU 기
술이란 정착벨트에 할로겐 히터를 내장시켜 가열파이프 없이 직접 정
착벨트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정착유니트가 정착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장 인쇄 속도, 
메인 스위치로부터 예열시간, 그리고 절전모드에서의 복구시간이 대폭 
감축됩니다.

컴팩트한 설계 및 다양한 피니셔 옵션
MP 40/50/6054SP는 양면 반송장치를 본체 내 탑재하여 컴팩트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고객 출력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피니셔 옵션을 구
비하였습니다. 
500매 내장 피니셔(SR3130): 본체에서 공간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내부
에 피니셔를 장착하여 제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옵션인 펀치*키트를 장착
하면 2공, 3공 펀치*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P 6054SP 제외 
1000매 소책자 피니셔(SR3150): 적재매수 1000매(A4)로 3포지션 스테이
플, 중철, 사이즈혼재 스테이플, 시프트소트,펀치*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BU3070/추가트레이/PU3050 추가 옵션
1000매 피니셔(SR3140): 적재매수 1000매(A4)로 3포지션 스테이플, 사이
즈 혼재 스테이플, 시프트소트, 펀치*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BU3070/추가트레이/PU3050 추가 옵션
3000매 피니셔(SR3160): 최대 3000매를 배지할 수 있으며 스테이플, 문
서정렬, 펀치기능(옵션장착필요), 사이즈혼재 스테이플이 가능합니다. 
2000매 소책자 피니셔(SR3170): 최대 2000매를 배지할 수 있으며 중철
이나 다채로운 스테이플 기능, 문서정렬, 펀치기능(옵션장착필요), 사이즈
혼재 스테이플이 가능합니다. 

빨라진 속도
MP 54시리즈는 리코의 흑백 복합기에 컬러기에서 사용하던 Quick Start 
Up기술 적용하여 정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축하
여 예열시간, 첫 장 인쇄속도, 전력 사용량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MP 
54시리즈는 40매/50매/60매 모두 예열시간이 14초에 불과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른후 14초만에 예열되어 실제 고객이 기계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게다가 6054SP는 첫 장 인쇄 속도가 2.9초, 프
린트 속도 또한 분당 60매로 업무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Quick start-up (QSU) technology
• 14초대의 예열시간
• MP 6054SP 첫 장 인쇄 속도는 2.9초
• 양면/ 단면 속도가 Full 속도로 동일
• SPDF (MP 40/50/6054SP 적용 가능)
로 양면 스캔속도가 180 ipm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사용 편의성

9인치 대형 풀컬러 터치 패널 장착하여 기능별 아이콘 표시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이나 기능도 아이콘으로 
화면상에 즐겨찾기를 등록해 두면 홈화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불
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인증기능을 조합하여 사용자
별로 커스터마이징한 홈화면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멀티테스킹

오늘날의 바쁜 사무 업무는 높은 효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MP 4054SP/
MP 5054SP/MP 6054SP는 533 MHz의 강력한 프로세서, 2 GB의 RAM, 
그리고 320 GM의 HDD를 장착하고 있어 많은 사용자로부터의 유연한 
동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에 한해 출력 매수를 
제한하여 좀 더 책임감 있는 복합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 드라이버 없이 PC나 USB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해 빠른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브를 사용해 출력을 진행할 경우 PCL6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1200dpi의 출력물을 빠르고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MP 54시리즈 동일 드라이버 사용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복합기는 아무도 원하
지 않을 것입니다. 리코의 MP 4054SP/MP 5054SP/MP 6054SP는 낮은 
장당 비용과 TEC(표준 전력 소비량)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시간 동
안 기계 전원을 끄고 결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벌 전
자제품 친환경 인증 ‘EPEAT(Electronics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Gold 등급 및 에너지스타(ENERGY STAR®) v2.0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에너지마크(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를 획득한 제
품입니다.  



주요 사양

Ricoh MP 4054SP/MP 5054SP/MP 6054SP

일반

예열 시간:
첫장 출력 속도:
연속 출력 속도: 
메모리:
HDD:
규격(넓이 x 깊이 x 높이)
및 무게:

팩스(옵션)

www.ricoh-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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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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전화: 02 3677 1000

모델,, 옵션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Ricoh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14초
4.0/2.9/2.9초
40/50/60 PPM 
2.0 GB
320 GB
본체: 587 x 680 x 788 mm, 60 kg
본체 & ARDF: 587 x 680 x 913mm(Table 또는 2tray 
장착 시 높이: 1,160mm), 88.6kg
본체&SPDF: 587 x 680 x 963mm(Table 또는 2tray 
장착 시 높이: 1,210mm), 94.1kg
전원: 220 - 240 V, 50/60 Hz

복사

복사 프로세스: 
다중 복사:
해상도:
확대/축소:

레이저 광선 스캔 및 전자-사진 인쇄
최대 999부
600 dpi
25 ~ 400% (1% 단위로 증감)

프린터

프린터 언어:

옵션:
인쇄 해상도: 
인터페이스:

표준: PCL5e, PCL6, XPS, PDF 직접 인쇄,매체 인쇄
(JPEG/TIFF)
Adobe PostScript 3™
1200 x 1200 dpi
Ethernet (1000BASE-T*/100BASE-TX/10BASE-T), 
USB2.0 TypeA(2 port on back of the machine, 
1 port on operational panel), TypeB, SD Slot on 
operational panel

양방향 IEEE 1284
TCP/IP (IP v4, IP v6), IPX/SPX (옵션)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R2, 
Windows Server 2012
Macintosh OS X v10.6 이상(PS3 옵션 장착시)
Unix: Sun Solaris, HP-UX, SCO OpenServer, Red 
Hat Linux, IBM AIX SAP R/3, NDPS Gateway, IBM 
iSeries, AS/400-using OS/400 Host Print 
Transform

옵션:
네트워크 프로토콜:
Windows 환경: 

Mac OS 환경:
UNIX 환경: 

스캔

스캔 속도: 

해상도:
원본 크기: 
파일 형식: 
함께 제공
되는 드라
이버:스캔 
전송:

ARDF: 흑백/컬러:80ipm
SPDF: 흑백/컬러: 110ipm 단면, 180ipm 양면
최대: 600 dpi
A3, A4, A5
TIFF, JPEG, PDF, 암호화된 PDF, 고압축 PDF, PDF-A
네트워크 TWAIN
이메일, 폴더, USB/SD, WSD 스캐너

회로: 
호환성:
해상도:

전송 속도: 
모뎀 속도: 
스캔 속도: 
메모리 용량: 

PSTN, PBX
ITU-T (CCITT) G3
8 x 3.85 line/mm, 200 x 100 dpi
8 x 7.7 line/mm, 200 x 200 dpi
8 x 15.4 line/mm, 400 x 400 dpi (옵션)
G3: 2초 (200 x 100 dpi, JBIG)
최대: 33.6 Kbps
1초
기본: 4MB
최대: 60 MB(옵션 장착시)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바이패스 용지함: 
급지 용량: 
최대:

용지 출력 용량: 

용지 무게: 

A6 - A3
A6 - A3
표준: 550매x2/1,100매
4,700매(기본: 550매X2+추가 옵션 2단 트레이 
1000X2+LCT 1500+수동급지100)
표준: 500매
최대: 3,625매( 3000매 피니셔(3,250매)+브릿지유닛 
250매+1 bin Tray 125매 
표준 용지함: 60 - 300 g/m2
수동급지함: 52 - 300g/m2
양면 인쇄 장치:52 - 256 g/m2 

전원소비량

1.6KW 이하 
81.4W
0.51W
1548 /2,166/2,641W

전력 소비량 최대:
준비 모드: 
절전 모드: 
TEC(표준 전력 사용량):

소프트웨어

SmartDeviceMonitor, Web SmartDeviceMonitor , 기본:

옵션

SPDF, ARDF, 1 x 550매 분량의 용지함, 2 x 550매 분량의 용지함,2,000매 분량의 대
용량 용지함, 바퀴 달린 테이블, 브리지 장치, 1,000매 피니셔, 1000매 소책자 피니셔, 
2000매 소책자 피니셔, 3000매 피니셔, 피니셔용 펀치키트, 내부 피니셔, 내부피니셔용 
펀치 키트, Stapleless Stapler, 시프트트레이, Netware, Adobe PostScript 3™ 옵션, 브
라우저 장치, 복사 데이터 보안 장치, 양방향 IEEE 1284, 팩스 옵션, 팩스 연결 장치, 보
조 Super G3 포트, 팩스 메모리, 카운터 인터페이스, 키 카운터 브래킷, 카드 판독기 브
래킷, 스마트 카드 판독기 내장 장치, OCR 장치, 마무리 장치 어댑터, SAP용 유니코드 
글꼴 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