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A3 컬러 복합기

RICOH
IM C2000/C2500
IM C3000/C3500
IM C4500
IM C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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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h의 Dynamic Workplace Intelligence를 확인하십시오.
Intelligent MFP는 여러분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 한 기술을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신규 복합기를
구입하는 날들은 잊으십시오.

Ricoh의 새로운 Intelligent 복합기를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기기를
직접 업데이트하여 최신으로 확장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능, 업그레이드된 펌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복합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에
맞게 준비하십시오.
리코의 Intelligent 복합기는 최신 기술과 뛰어난 인쇄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기를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확장성

고객 니즈 대응

네트워크 연결로 최신 기술을 항상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문서 워크플로우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

Intelligent MFP IM C시리즈
IM C2000 컬러/흑백 20매
IM C2500 컬러/흑백 25매
IM C3000 컬러/흑백 30매
IM C3500 컬러/흑백 35매
IM C4500 컬러/흑백 45매
IM C6000 컬러/흑백 60매

Always Current Technology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리코가 제공하는 최신 펌웨어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 복합기의 최신 소프트웨어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등 워크플로우 및 문서 작업 속도의 향상을 도우며
최신의 상태로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ICOH Smart Integration
RICOH Smart Integration은 고객이 사무실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RICOH Smart Integration은 복합기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리코의 클라우드 관리 도구입니다.
RICOH Smart Integration은 복합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행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복합기에 설치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ropBox™ · Sharepoint™ · 구글로도 스캔 문서를 보낼 수 있습
니다.
*별도 상담 및 유상

Usability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10.1
인치 스마트 패널입니다.
업무효율 향상과 업무개선을 서포트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인스톨 하면 복잡한 업무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한 터치 패널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10.1인치 터치패널을 탑재하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손 끝이나 펜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터치한 상태로 쉽게 화면전환이 가능합니다.

드래그&드롭 및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리코 복합기 전용 앱 스토어를 통해 간편하게 필요한 앱을 복합기에 추가

1. 복합기 화면에서 Application Site 실행

2. 앱 목록에서 설치하려는 앱 선택

3. 앱 설명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 선택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원하는 어플을 선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ed Folder Print

Book Copy Helper

회의자료복사

PC 연결 없이 복합기에서 공유폴더에 바로 접속 하여
파일을 인쇄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본사 에서
공유폴더로 배포한 양식지 등을 동일 네트 워크의 각
점포나 영업소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책 형식의 원고의 중앙과 주변 음영을 삭제해서 깔끔
하게 복사할 수 있도록 간편 가이드를 제공 합니다.

원본에 워터마크/페이지번호 등을 추가하고, 스테이플/
소책자 등의 피니셔 옵션을 지정하여 회의에서 공유할
자료의 형식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지원 기종: 리코 스마트패널 장착 기종

혁신과 지능의 컬러 복합기 시리즈 IM C시리즈

항상 준비된 컬러 복합기
IM C시리즈는 기기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출력 니즈 대응 및 바쁜 업무속에서
다운타임을 절감하는 복합기입니다.
@remote를 통한 실시간 미터 측정 및 Remote operation은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 접속(동일네트워크)
하여 실시간으로 기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사용자
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IM C시리즈는 인체감지 센서로 사용자가 복합기에 접근 후
터치하면 기기가 즉시 활성화되어 대기시간을 줄여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상된 스캔 속도
IM C2000~IM C3500은 기본 80ipm의 고속 컬러스캔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캔 문서량이 많은 보험, 통신사, 운송업체
를 위한 옵션 SPDF를 설치하면 단면 120ipm / 양면 240
페이지까지 컬러 스캔이 가능합니다.(IM C4500 / IM C6000은 표준)
IM C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스캔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용지 사이즈도 빠르고 편리하게 스캔 할 수 있는 Small Paper
Scan 옵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작은 수표 용지나 운송장 스캔
시 유용합니다.
*사이즈: 최소 76X148 ~ 최대 105X218,SPDF 필수

편리한 스마트 패널 2.5 세대
사용자는 직관적인 10.1인치 터치패널을 통해 복잡한 업무를
보다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복사, 프린트, 팩스, 스캔
의 JOB아이콘은 더욱 커지고 편해져 사용자가 쉽게 문서업무
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시각에 따라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실내 조명
형광등으로부터 빛이 반사되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패널상에서 RICOH Intelligent Support Help를 통해 사용자
가 간단하게 사용방법 및 문제해결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모품교체시 사용자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팝업을
제공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기기
IM C시리즈는 다양한 피니셔(후처리)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스테이플 없이 용지를 스테이플 할 수 있는 스테이플리스
피니셔, 내장 피니셔, 외장 피니셔가 있습니다. 책 커버, 소책자,
브로셔, 홍보 배너 인쇄(320mm~1,260mm 수동급지) 가 가능합니다.
IM C시리즈는 멀티폴딩유닛 옵션으로 접기 기능이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가능하며 외장 피니셔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기내에 장착이 가능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저 수준의 TEC는 총 소유비용과 전력절감을 실현합니다.

IM C시리즈 주요 옵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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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DF 80ipm 컬러스캔: 20~35매 표준
SPDF 단면 120ipm / 양면 240페이지 컬러스캔 : 45매·60매 표준

2

더욱 빨라진 10.1인치 스마트 터치 패널(2.5세대) 채용

3

외장 피니셔 2천매 소책자 피니셔 SR3290

4

공간효율적인 내장형 접기 유닛 FD3000

5

대기시간을 절감하는 인체 감지 센서

6

기본 1,200매, LCIT 용지함: 2,000매, 사이드용지함: 1,500매

RICOH IM C2000 / IM C2500/ IM C3000 / IM C3500 / IM C4500 / IM C6000
주요 사양표
모델

IM C2000

IM C2500

IM C3000

IM C3500

IM C4500

IM C6000

일반
예열 시간

21초

첫 장 출력 속도 흑백

5.1초

4.5초

3.6초

2.9초

첫 장 출력 속도 컬러

7.4초

6.9초

5.4초

4.2초

45매

60매

표준 220매

표준 220매

연속 출력 속도

20매

25매

30매

표준 메모리(옵션)

2GB(4GB)

HDD

320GB

ARDF 적재 매수

표준 100매

SPDF 적재 매수

옵션 220매

무게
규격(W x D x H)
전원

35매

82.5KG
587 x 685 x 788 mm / 668 x 738 x 1030 mm(ARDF/SPDF)
220 - 240V 50/60Hz

복사
다중 복사

최대 999부

해상도
확대/축소

600dpi
25% ~ 400% (1% 단위로 증감)

프린터
CPU

Intel Atom Processor 1.3GHz

Intel Atom Processor 1.6GHz

프린터 언어 (표준)

PCL5c, PCL6, Postscript 3 (emulation), PDF direct (emulation)

프린터 언어 (옵션)

Genuine AdobeⓇ PostscriptⓇ3™, XPS, IPDS, PictBridge, PDF Direct from AdobeⓇ

해상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바일 프린팅
WindowsⓇ
Mac OS (옵션)
UNIX

최대 1,200 x 1,200 dpi
Ethernet 10 base-T/100base-TX/1000 base-T, USB Host I/F Type A, USB Device I/F Type B,
옵션 Additional NIC (2nd port)
Apple AirPrint™, Mopria, Google Cloud Print, NFC, Ricoh Smart Device Connector
WindowsⓇ 7, WindowsⓇ 8.1, WindowsⓇ10,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R2,
WindowsⓇ Server 2012R2,WindowsⓇ Server 2016
Macintosh OS X10.11 or Later
UNIX SunⓇ Solaris, HP-UX, SCO OpenServer, RedHatⓇ Linux Enterprise, IBMⓇ AIX

SAPⓇ (옵션)

SAPⓇ S/4Ⓡ

기타

IBM iSeries

스캔
스캔속도(ARDF/컬러지원)

표준: 분당 최대 80ipm

스캔속도(SPDF/컬러지원)

옵션: 분당 최대 120ipm (단면)/240ipm (양면)

해상도

최대 120ipm (단면)/240ipm (양면)

최대 : 1,200dpi

압축 방식

TIFF (MH, MR, MMR, JBIG2), Grayscale

파일 포맷

Single Page TIFF, Single page JPEG, Single Page High compression PDF, Single page PDF-A, Multi page TIFF,
Multi page PDF, Multi page High compression PDF, Multi Page PDF-A

스캔 전송

Email, Folder, USB, SD Card

팩스(옵션)
회로

PSTN, PBX

압축 방식

MH, MR, MMR, JBIG

전송 속도

2초

모뎀 속도

33.6 Kbps

메모리(표준/옵션)

표준 4MB (320 Pages)/옵션 60MB (4,800 Pages)

RICOH IM C2000 / IM C2500/ IM C3000 / IM C3500 / IM C4500 / IM C6000
주요 사양표
모델

IM C2000

IM C2500

IM C3000

IM C3500

IM C4500

IM C6000

취급 용지
권장 용지 크기
급지 용량

SRA3, A3, A4, A5, A6, B4, B5, B6
표준 1,200매, 최대 2,300매

용지 출력 용량

표준 1,200매, 최대 4,700매
최대 1,625매

최대 3,625매

용지 무게

60 - 300g/m2

전원 소비량
전력소비

최대: 1,700W

최대: 1,850W

준비 모드

46.2 W

47.6 W

59.0 W

슬립 모드

0.55 W

0.55 W

0.62 W

TEC

0.7kWh

0.9kWh

1.1kWh

1.3kWh

1.8kWh

2.7kWh

기타옵션
2단 용지함
(PB3300/PB3280)

용지 사이즈 : A6-SRA3, 용지 무게 : 60-300g/m2

500매 내장 피니셔
SR 3250

용지 사이즈 : A6-A3, 용지 무게 : 60-300g/m²
스테이플 용지 사이즈 : A4-A3, 스테이플 용지 무게 :52-105g/m, 스테이플 포지션 : Top, Bottom, 2 스테이플
스테이플 가능 최대 : 50 매 (A4), 30 매 (A3)

*60매 미지원

1,000매 소책자 피니셔
SR3270

용지 사이즈 : Proof Tray :A6-A3, Shift Tray : A6-A3, 소책자 tray : A4-A3, 용지 무게 : 60-300g/m²
스테이플 용지 사이즈 : A4-A3, 스테이플 용지 무게 :52-105g/m, 스테이플 포지션 : Top, Bottom, 2 스테이플, 소책자
스테이플 가능 최대 : 50 매 (A4), 30 매 (A3)

1,000매 하이브리드 피
니셔
SR3260

용지 사이즈 : Proof Tray :A6-A3, Shift Tray : A6-A3, 소책자 tray : A4-A3, 용지 무게 : 60-300g/m²
스테이플 용지 사이즈 : A4-A3, 스테이플 용지 무게 :52-105g/m, 스테이플 포지션 : Top, Bottom, 2 스테이플
스테이플리스: 5매(A4/A3)

3000매 피니셔
SR3280

용지 사이즈 : Proof Tray :A6-A3, Shift Tray : A6-A3, 용지 무게 : 60-300g/m²
스테이플 용지 사이즈 : A4-A3, 스테이플 용지 무게 :52-105g/m, 스테이플 포지션 : Top, Bottom, 2 스테이플
스테이플 가능 최대 : 50 매 (A4), 30 매 (A3)

*전기종지원

*30~60매 지원

*45매~60매 지원

2,000매 소책자 피니셔
SR3290
*45매~60매 지원

용지 사이즈 : Proof Tray :A6-A3, Shift Tray : A6-A3, 소책자 tray : A4-A3, 용지 무게 : 60-300g/m²
스테이플 용지 사이즈 : A4-A3, 스테이플 용지 무게 : 52-105g/m, 스테이플 포지션 : Top, Bottom, 2 스테이플, 소책자
스테이플 가능 최대 : 50 매 (A4), 30 매 (A3)

1 bin tray BN3130

125 매 적재, 용지 사이즈 : A5 - A3, 용지 무게 : 52-300g/m²

소모품
흑백토너

16,500매

31,000매

33,000매

컬러토너

10,500매/5,500매

19,000매

22,500매

추가 옵션

추가 옵션

Platen Cover PN2000, DF3110, DF3120, Fax Option Type M37, G3 Interface Unit Type M37,Fax Connection unit Type M37,FAX
Memory unit Type M19 64MB, Memory Unit Type M37 4GB, Caster Table Type M3, VM Card Type M37, Side Tray, Punch Unit
NA (PU3070,PU3080), Postscript3 Unit Type M37, Device server option Type M37, File format Converter Type M19, OCR
Unit Type M13, Small Paper Feeding Unit
Type M37, Page Keeper Type M37, ADF Handle, External Keyboard Bracket Type M19, Optional Counter Interface Unit Type
M12, Key Counter Bracket Type M3, NFC Card Reader
Type M37, Smart Card Reader Built in Unit Type M37, External USB Keyboard (No bracket), Unicode Font Package for SAPⓇ
License 등

주식회사 리코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JS타워 7층 (우)06158
대표 전화: 02-3677-1004 서비스센터 전화: 1899-7225
모든 브랜드,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양 및 외형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색상은 브로슈어에 표시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브로슈어에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니며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 이미지의 경우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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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