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흑백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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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파워의 흑백 고속 복합기
리코의 고속 흑백 복합기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출력량이 많은 사무환경에 맞게 개발
된 제품입니다. 출력 속도에 따라 분당 65매/75매/90매로 인쇄 속도에 따라 나뉘며, 사용자는 어떤 모델
을 선택해도 비즈니스 워크플로에 최적화된 기능과 높은 생산성, 안정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10.1 인치
스마트조작 패널을 통해 더욱 직관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며 출력물에 대한 뛰어난 보안을 보장합니다.

분당 65매/75매/90매 고속 출력 및 1,200DPI의 고품질
직관적인 10.1인치 스마트 패널로 간편하고 편리한 기계 조작 가능
패널상의 애니메이션 가이드를 통해 용지 걸림 현상을 빠르게 해결
토너 사용 최소화 기술을 통한 낮은 TCO(총 소유 비용) 실현
총 8,300매 용지 지원(옵션)을 통한 용지 보충 수고 감소

*옵션 장착 이미지

차원이 다른 기능

시간, 전력, 비용 절감 효과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은 터치감이 뛰어나
며, 패널상의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
대응이 가능하며 손 쉬운 사용과 사용자별 맞춤
형 로그인화면 제공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기기에 접근하여 조작패널을 터치하면
0.5초만에 슬립모드에서 복귀합니다. 따라서 기계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업무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기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igh Productivity
분당 65매/75매/90매의 흑백 복합기
출력량이 많은 사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기술은 필수입니다. 리코
의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강력한 고사양 복합기
로 업무의 경중과 상관 없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
입니다. 사용자는 전문적인 수준의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프린트 전문 외주 업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복합기의 뛰어
난 보안성은 어떤 사무실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빠른 출력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각각 65PPM, 75PPM,
90PPM의 분당 연속 출력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 복합기로 빠른 출
력이 필요한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각 모델은 더욱 향
상된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리코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기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으로
대량 출력 업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널
리코의 혁신적인 10.1인치 스마트 조작 패널은 사용 환경과 복합기
의 조화를 한층 향상시킬 것입니다. 스마트 패널을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은 워크플로와 기기 운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대기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업무 효율성이나 기능면
서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제
품입니다. 인체 감지 센서와 같은 혁신적인 기능은 업무 효율과 절
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사용자 접근 시 인체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터치로 0.5초
만에 슬립모드에서 복귀가 가능해 대기시간을 단축 시킵니다.

MP 9003SP:
MP 7503SP:
MP 6503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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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을 통한 향상된 워크스타일
다양한 피니싱 옵션
MP 6503SP, MP 7503SP, MP 9003SP는 고속, 고사양일뿐만 아니
라 다양한 피니싱 옵션을 제공합니다. 2,000매 적재 소책자 제작
피니셔, 3,000매 적재 65매 스테이플 기능의 피니셔, 3,000매 적재
100매 스테이플 기능의 피니셔, 또한 접지가 가능한 폴딩 유닛과
삽지기, 고객의 출력JOB을 최대 9개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Mailbox가 있습니다. 용지무게 또한 56~256gsm까지 대응이 가
능하여 외주업체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화질 풀컬러 스캔&고속스캔
최대 220매까지 원고의 적재가 가능하고 양면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양면 스캔 모듈을 장착하여 양면 스캔시 220페이지/분, 단
면 스캔시 120페이지/분까지 고속 스캔이 가능합니다. 정착이미
지센서(Contact Image Sensor)가 스캔의 생산성을 최대로 향상
시켰습니다. 최대 600dpi의 고화질 스캔도 가능합니다. 리코의 독
자적인 최첨단 화상처리 기술로 사진이나 문자등 원고에 따라 최
적화된 화상처리를 해냅니다.

양면:
단면:

220
120

IPM
IPM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특정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더욱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작패널에서 BOOK COPY HELPER, ID Card Scan&Copy, Easy Size
Matching scan/copy, Shared Folder Print 등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골라 업무에 맞춰 사용가능합니다.
BOOK COPY HELPER는 책자 복사 니즈가 있을 시 ADF를 올린 채로 노출 유리에 책자를 올리고 연속 복
사가 가능하여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 편리합니다(단면대응).

지원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
MP 6503/7503/9003SP는 기기의 이동∙폐기시 하드의 도난이나 부정액세스에 의한 정보 누설을 억제하
는 HDD 암호화 및 Overwrite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고객의 문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솔루션(별매)
을 대응하는 제품입니다.
-

@Remote: 리코 복합기 및 SP C831DN의 원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무상)
Card Authentication Package: 카드 인증을 통해 문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GlobalScan NX: 문서출력 프로세스의 워크로드를 절감시킵니다.
Device Manager NX: 리코 복합기 및 SP C831DN의 모니터링 및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Enhanced Locked Print NX: 복수의 복합기와 SP C831DN을 ELP로 연결하여 어느 매체에서든 편리하게
출력업무가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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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조작 패널을 통한 손 쉬운 작업

5 접지를 지원하는 멀티폴더 유닛 (FD4000)

2 빈번한 용지 보충을 줄이기 위한 4,300매
표준 용지함

6 미리 인쇄된 컬러 표지를 삽입하는 표지삽지기
(CI4040)

3 65매 스테이플러가 탑재된 2,000매 소책자
피니셔 (SR4120)

7 메모리로부터 직접 인쇄 및 스캔을 위한 USB/SD
카드 리더기

4 300 g/m² 용지까지 수용 가능한 표준 100매
바이패스 트레이

8 대량 인쇄를 위한 4,000매 A4 용지함 (RT4040)

사용자 편의에 맞춰 선택 가능한 조작 UI

새로운 UI: 조작성 향상과 함께 원고의 세팅 방향, 수동가
이드의 설정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복사, 스캔, 팩스, 출력 등의 업
무를 단순화 하며 간단한 터치만으로 출력되는 용지의
설정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단 UI: 간단 UI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 빈도
가 높은 설정만을 남겨 사용하고 싶은 기능만을 바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Legacy UI: 리코 복합기에 익숙한 고객은 기존 Legacy UI
를 사용 가능합니다.

리코의 다양한 피니셔를 사용하면 발표자료, 보고서 등의 문서를 더욱 전문적인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피니셔는
다양한 용지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플 기능, 소책자 제작 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부담을 줄여주며 실수 없이 업
무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합니다.
SR4120 피니셔

피니셔

SR4080 피니셔

용지 적재량 (LT)

스테이플 가능 매수 (LT)

SR4130 소책자 제작 피니셔

새들 스티치 기능

홀 펀칭 기능

SR4120 피니셔

3,000매

65매

N/A

옵션

SR4080 피니셔

3,000매

100매

N/A

옵션

SR4130 새들 스티치 피니셔

2,000매

65매

20 매

옵션

CS4010 9빈 메일박스

100매/빈

N/A

N/A

N/A

MP 6503SP/MP 7503SP/MP 9003SP
주요 사양

팩스

일반
예열 시간:

20/20/300초

회로:

PSTN, PBX

첫 장 출력 속도 :

3.2/3.2/2.9초

호환성:

ITU-T (CCITT) G3

연속 출력 속도:

65/75/90PPM

해상도:

메모리:

표준: 2 GB

표준: 8 x 3.85 line/mm, 200 x 100
dpi, 8 x 7.7 line/mm, 200 x 200 dpi

HDD:

표준: 320 GB

규격 (넓이 x 깊이 x 높이):

690 x 803 x 1,161mm

무게:

200kg 이하

전원:

220 - 240V, 50/60Hz

복사
복사 프로세스:

옵션: 8 x 15.4 line/mm, 400 x 400
dpi, 16 x 15.4 line/mm, 400 x 400 dpi
전송 속도:

G3 (2 second(s) (200 x 100 dpi, JBIG),
3 second(s) (200 x 100 dpi, MMR))

모뎀 속도:

최대: 33.6 Kbps

취급 용지
레이저 광선 스캔 및 전자-사진
인쇄

다중 복사:

최대 999부

해상도:

600dpi

확대/축소:

25% ~ 400% (1% 단위로 증감)

권장 용지 크기:

표준 용지함: A3, A4, A5
바이패스 트레이: A3, A4, A5, A6

급지 용량:

표준: 4,300매
최대: 8,300매

용지 출력 용량:

최대: 3,500매

용지 무게:

52 - 300 g/m²

프린터
프린트 언어:

표준: PCL5e, PCL6, PDF 직접 인쇄
옵션: XPS, Adobe® PostScript®
3™, IPDS

인쇄 해상도 :

표준: 300 x 300 dpi, 600 x 600dpi,
1,200 x 1,200 dpi

폰트:

PCL (Scalable: 45 fonts, Bitmapped: 6
fonts, International fonts: 13
Intellifonts), PS3 (Roman fonts),
IPDS (108 fonts)

인터페이스:

표준: SD 슬롯, USB 호스트 I/F
Ethernet 10 base-T/100 baseTX/1000 base-T
옵션: Bi-directional IEEE 1284,
USB 2.0 (Type B)

네트워크 프로토콜:

TCP/IP (IP v4, IP v6) Windows®

Windows® 환경: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Server 2003, Windows® Server 2003R2,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R2

Mac OS 환경:

Macintosh OS X v10.7 or later

UNIX 환경:

UNIX Sun® Solaris
HP-UX
SCO OpenServer
RedHat® Linux
IBM® AIX

SAP® R/3® 환경:

SAP® R/3® (옵션)

기타 지원 환경:

AS/400® using OS/400 Host Print

전원소비량
전력 소비량:

최대: 1,900 W
준비 모드: 261/261/290 W
절전 모드: 165/167/198 W
슬립 모드: Less than 0.9 W
TEC (표준 전력 사용량):
4.9/5.4/12.6 kWh

옵션
ADF 핸들, 4,000매 대용량 트레이, 사이드 대용량 트레이 , A3 트레
이 유닛, 65매 스테이플러가 장착된 3,000매 피니셔, 100매 스테이
플러가 장착된 3,000매 피니셔, 65매 스테이플러가 장착된 2,000매
소책자 피니셔, 펀치 키트, 9빈 메일박스, 표지 삽지기, 탭 시트 유닛,
복사 트레이, 조거 유닛, 복사 연결장치, 양방향 IEEE 1284, 보조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위한 USB 서버, PostScript3, IPDS 유닛, 카
운터 인터페이스, 파일 형식 변환기, 키 카운터 브래킷, 카드 리더
브래킷, 데이터 오버라이트 보안 장치 (공인 버전), 복사 데이터
보안 장치, 팩스 연결 장치, 보조 Super G3 port, 팩스 메모리, 팩스
옵션, 멀티폴딩 유닛, SAP용 유니코드 글꼴 패키지, XPS direct print,
외부 키보드 브래킷, NFC 카드 리더, NIC2 포트

소모품
토너 용량:

흑백: 43,000매

Transform
IMB iSeries

스캔
스캔 속도:

최대: 120ipm (단면)/220ipm (양면)

해상도:

최대: 600 dpi

원본 크기:

A3, A4, A5, B4, B5

스캔 전송:

이메일, SMB, 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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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icoh-korea.co.kr
주식회사 리코코리아
(우)137-8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 10층
전화: 02 36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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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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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