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연속용지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

RICOH Pro
VC70000
□Printer

RICOH Pro
VC70000

150 Full color
m/min.

리코의 잉크젯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된
RICOH Pro VC70000은 오프셋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리코의 새로운 연속용지 플랫폼은 상업인쇄와 그래픽아트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오프셋 인쇄로만 가능했
던 카탈로그나 잡지와 같이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높은 품질과 높
은 생산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다이렉트 메일이나 마케팅 안내문과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에서 고품
질과 고속인쇄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재 다능한 프린팅 시스템입니다.
RICOH Pro VC70000은 보다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생산 비용 절감, 보다 손쉬운 운영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전 코팅이 필요없으며 더욱 더 넓은 색상 재현력을 가진 리코의 새로운 잉크와 새로운
어드밴스드 건조 시스템을 탑재한 RICOH Pro VC70000은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켜 오프셋 인쇄용 코팅
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지에서 작업자가 빠르게 인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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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가속화
– 넓어진 색상 재현력 , 검증된 고속 / 고품질 솔루션

■ 새로운 넓은 색상 영역의 잉크
오프셋 인쇄용 코팅 용지에서 사전 처리 불필요
리코의 차세대 잉크 (RICOH Pro Ink Cartridge Type D) 는 ISO 컬러 재현 영역 기준 최
대 95% 를 재현할 수 있으며 , 사전 처리나 후처리가 필요 없이 다양한 코팅 용지에서 인
쇄가 가능합니다 . 또한 , 코팅 용지 및 일반 용지에서 최대 150m/ 분의 출력속도로 생산이
가능하기에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 새로운 어드밴스드 건조 시스템
높은 생산성
새로운 잉크와 함께 , 리코의 혁신전인 새로운 어드밴스드 건조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오
프셋 인쇄용 코팅 용지를 인쇄할 때에도 최대 150m/ 분의 인쇄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되
었습니다 . 리코가 특허를 받은 작은 직경의 히트 롤러의 새로운 디자인은 건조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얇은 용지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지의 주름
현상 (cockling) 을 억제합니다 . 오프셋 인쇄와 유사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며 ,
40gsm 의 얇은 용지에서부터 250gsm 의 두꺼운 용지까지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상업
인쇄 시장과 그래픽 아트 시장으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

용지 주름 (Cockling) 억제
더욱 작은 직경의 롤러로 장력을 유지하여 용지가 우는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

■ 새롭게 향상된 배출 유닛 (Exit Unit)
새로운 스캐너 장착 ( 기본 )
새로운 스캐너가 장착되어 노즐 검사 및 균일도 , 출력 위치 보정을 고속 / 고해상도 작업에서도 실행 가능하며 ,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고 오프셋 코팅 용지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라도 생산 준비 시간을 불과 몇 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새로운 프린트 유닛 (Print Unit)
정확한 용지 핸들링
제조 시점에서 프린트 유닛 내의 4 개의 컬러를 사전에 조합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지 이송과 업계 최고 수준의 컬러 레지스트레이션을 구현합니
다.

■ 최신 HTML 5.0 기반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향상된 TotalFlow 프린트 서버
새로운 프린트 서버에는 향상된 처리 능력과 심플한 감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보다 유연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탑
재되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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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H Pro VC70000
주요 사양

일반 사양
모델명:

Pro VC70000

프린트 서버
TotalFlow Print Server R600A

인쇄 방식:
잉크 방식:
건조 방식:

Drop-On-Demand 잉크젯
수성 안료(water-based pigment)
히트 롤러/에어 드라이어 방식

컬러 대응:

1200dpi - 4 컬러 CMYK

출력 속도:

600 x 600 dpi :150 mpm*1 (4 colors – 2bit)
600 x 600 dpi : 120 mpm (4 colors – 2 bit)
1200 x 600 dpi: 100 mpm (4 colors – 2bit)
1200 x 1200 dpi: 50 mpm (4 colors – 2bit)
600 x 600 dpi: 2020 ipm*1
600 x 600 dpi: 1616 ipm
1200 x 600 dpi: 1010 ipm
1200 x 1200 dpi: 672 ipm
(A4 2up 기준, 1 impression = 1 A4 프린트)

생산성:

“L” 또는 “I” 인라인 구성

설치 레이아웃:

용지 지원
용지 종류:

40~250 gsm @120m
64~157 gsm @150m

용지 폭:
비인쇄 영역:

6.5~20.5” (165~520mm)
가장자리에서 각 2mm

용지 급지 길이:

4~54” (101.6~1371.6 mm)

Intel Xeon x64 기반 아키텍쳐
Linux

데이터 형식:

PS, PDF, PDF/VT
AFP/IPDS, IS/3, JDF, JMF,
AdobeⓇ PDF Print Engine (APPE)

설치 환경
본체치수 (폭x깊이x높이)
무게

4,364(W) x 2,058(D) x 2,351(H)mm*2
3,700kg*2

네트워크
지원 프로토콜

Ethernet 10/100/1000Base-T
TCP/IP

온도조건
습도조건

18 ~ 24℃ (작동 시) / 0 ~ 40℃ (비 작동 시)
40 ~ 60% (작동 시) / 8 ~ 90% (비 작동 시)

소프트웨어 지원
Ricoh ProcessDirector for AIX, Linux or Windows Version 3.1 이상
TotalFlow BatchBuilder for Windows Version 1.1 이상
InfoPrint manager for AIX, Linux, Windows Version 3.1 이상

Offset Uncoated/EP, Inkjet Treated,
Inkjet Coated, Offset Coated

용지 중량:

프로세서:
운영체제:

*1 High Speed Option 장착 시
*2 엔진 1대 기준. 엔진은 2대가 필요합니다.

주의:
1. 이 브로슈어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 기준 용지는 80gsm 표준 용지입니다.
2. 본 브로슈어 명시된 제품이 고객의 업무 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객의 책임이며, 제품 구매 전 제품 테스트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가용한 제품 모델 및 옵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리코코리아 영업 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
※

·

※
※

주식회사 SCREEN

※ Prinect

Heidelberg

※ EQUIOS
Heidelberger Druckmaschinen AG

Heidelberger Druckmaschinen AG
※ Prinergy
※ Microsoft Windows
Microsoft Corporation
PostScript
PostScript
Adobe Systems Incorporated（
）
※ EFI
Fiery
NetBSD Operating System
※

Eastman Kodak Company

·

※
주식회사 SCREEN

PDF RIP Enhanced by SCREEN
PDF RIP Enhanced by Heidelberg®

①
사
·
사
②
사
③ 본 명 시 된 제 품 은 산 업 용 으 로 인 쇄 용 잉 크 및 토 너 는 산 업 용 /전 문 담 당 자 용 으 로 만 사 용 이 가 능 합 니 다 .

주

주

●
●

사

주식회

PDF RIP Enhanced by Kodak
Eastman Kodak Company
※ Windows
Microsoft Windows Operating System
※ Adobe
※ Macintosh
※ Intel Core i5
Electronics for Imaging,Inc.
※
※
※
·
·

주

·

●

www.ricoh-korea.co.kr
●

··

주식회사
주 식 회리코코리아
사 리코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JS타워 7층 (우:06158)
문의전화 : 02-3677-1004

http://www.ricoh-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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