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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라텍스 프린터

리코의 차세대 라텍스 프린터 RICOH Pro L5160 의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사용자 편의성, 높은 생산성을 통해 비즈

니스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잉크 분사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과 교차 배열된 3개의 프린

트 헤드 구성을 통해 높은 이미지 품질과 빠른 인쇄 속도를 구현하였습

니다. 또한 자동 헤드 클리닝 시스템과 여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RICOH Pro L5160에는 저온에서 빠르게 건조하고 높은 접착성을 가

진 리코의 차세대 라텍스 잉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코의 친환경 라

텍스 잉크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의 배출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옥외 광고 뿐만 아니라 실내용 광고물 제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쇄 속도, 높은 이미지 품질, 친환경 라텍스 잉크를 통해 다양한

실내/옥외용의 상품 제안이 가능해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빠른 인쇄 속도와 
높은 장비 가동율

리코 2세대 수성 라텍스 잉크

리코의 라텍스 잉크는 빠르게 건조되어 더욱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컬러 기준 

옥외 고속 모드에서 시간 당 46.7 ㎡, 실내 표준 

모드에서 25 ㎡의 빠른 속도로 인쇄됩니다.

다양한 소재 지원 능력

리코의 산업용 고속 프린트 헤드, 새로운 라텍스 

잉크, 우수한 잉크 분사 기술로 인해 더욱 빼어난 

이미지 품질을 구현하며 일반 종이류 외에 

잉크가 투과되지 않는 필름 소재에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의성과 높은 생산성

직관적인 터치 패널, 자동 조정 센서, 자동 

클리닝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RICOH Pro L5160은 최대 1625mm의의 

용지 폭을 지원하며, 옥외용 대형 포스터, 건물 

래핑 등에서 실내용 사이니지, 파인아트 등까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센서

장비 내에 내장된 레퍼런스 패치로 안정된 컬러 품질을 유지하고 노즐 
막힘을 감지합니다. CMOS 카메라가 스캔 영역에 인쇄된 대상 패치와 
레퍼런스 패치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출력 중에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컬러와 품질이 유지됩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4.3인치 오퍼레이션 터치 패널 장착
• 90도 틸트 지원
• 더욱 쉬운 조작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작업 상태에 대한 연속적인 제어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  LED 램프를 통해 인쇄 중에도 출력 품질을 확인
• 경고등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작업자가 장비의 상태를 확인 
• 웹 기반 관리도구인 웹 이미지 모니터(Web Image Monitor)를 

이용하여 손쉽게 모든 프린터 상태를  확인 가능

성능, 품질 그리고 수익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



뛰어난 이미지 품질

• 리코의 독자적인 프린팅 기술로 최대 해상도 1200dpi x 1200dpi 지원

• 헤드 당 1,280개의 노즐, 총 3개의 프린트 헤드로 구현되는 높은 생산성

• 옥외 고속 모드에서 시간 당 46.7 ㎡, 실내 표준 모드에서 시간 당 25 ㎡

의 출력 속도

화이트 잉크 지원 및 깊고 진한 블랙 잉크

• 표준 CMYK 외에 화이트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어 더욱 생동감있고 
선명한 색상을 재현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가능

• 컬러 레이어 사이에 화이트 레이어를 인쇄하는 3-레이어 인쇄를 
지원하여 단면 인쇄에도 양면 인쇄와 같은 효과

• 깊고 진한 블랙 잉크를 통해 더욱 세밀하고 풍부한 묘사가 가능하며, 
높은 광택으로 더욱 생동감있고 시선을 사로잡는 결과 구현

유지보수 작업 자동화

• 새롭게 적용된 자동 클리닝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유지보수 작업 불필요

• 프린트 노즐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
• 웹(web) 카트리지가 프린트 헤드의 뒷 쪽에서 앞 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프린트 헤드를 자동으로 청소

뛰어난 이미지 품질



 

높은 내구성의 산업용 헤드와 분사 기술

• 리코의 산업용 Gen5 프린트 헤드와 리코의 수성 라텍스 잉크 기술의 
조합으로 뛰어난 이미지 품질과 높은 안정성

• 멀티 제트 기술로 3가지의 다른 잉크 방울 크기 제어
• 잉크 드롭 크기 최소 5pl의 가변 드롭 기술로 우수한 품질 구현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효율성

빠른 건조로 작업 효율성 향상

• 즉시 경화되는 리코의 라텍스 잉크
• 적외선 건조 히터로 출력 후 잉크를 즉시 건조시켜, 라미네이팅과 같은 

후공정을 바로 진행 가능
• 건조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 낭비가 없어 작업 생산성 향상

손쉬운 소재 장착

• 롤 급지 유니트는 250mm까지 이동 가능하여 더욱 쉽게 소재를 장착 
가능

• 무거운 소재를 장착할 때 쉽게 위치 설정이 가능
• 각각의 래스터 이미지 별로 시트 커팅*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 

이후 프로세스로 빠르게 전환 가능 
 
* 일부 소재는 이 기능으로 자동 커팅을 할 수 없습니다.



 

낮은 인쇄 온도

• 낮은 에너지 소비율 - 에너지 스타 인증 취득(4색 모델 기준)
• 열에 민감한 소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60도의 낮은 큐어링 온도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환경 친화성

• 악취나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배출이 거의 없어 설치 시 별도의 
배기 시설이 불필요 - 쉽고 안전한 설치와 운영

• 적은 잉크 소모량 - 자동 잉크 리필(4컬러 모드)로 오랜 시간 연속 인쇄
• 총 8개의 잉크 카트리지 장착 가능

그린가드 골드 인증

RICOH Pro L5160은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UL 
그린가드 인증은 엄격한 기준의 실내 공기 표준 적합성 측정 시험을 통해 
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마감재 등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실내용 광고/소매, POS 및 POP

광고용 포스터, POP/POS, 팝업/롤업 디스플레이, 윈도우 그래픽
소재: 코팅/일반 용지, 필름, 접착 비닐, 텍스타일

실내용과 옥외용 모두 사용 가능

옥외용 어플리케이션

배너, 간판, 건물 래핑, 플래그, 옥외용 현수막, 차량용 그래픽
소재: 필름, 타포린, OPP, PET 필름, 접착 비닐, 텍스타일

전시회 및 이벤트 그래픽

플로어 그래픽, 라이트 박스, 행잉 배너, 디스플레이 그래픽
소재: 종이, 합성 필름, 접착 비닐, 텍스타일

차량용 그래픽

래핑, 사이드 패널, 윈도우 스티커, 로고
소재: 접착 비닐, 필름



사이니지

양면 사인, 안내 사인, 라이트 박스, 맞춤형 사인, 소프트 사이니지, 방향 
알림 사인, 윈도우 스티커
소재: 코팅/일반 용지, 천/직물, 필름, 접착 비닐

시선을 끄는 어플리케이션

포토 및 파인아트

디자인 인쇄, 파인아트 인쇄, 대형 사진
소재: 코팅/일반 용지, 필름, 접착 비닐, 텍스타일

장식

벽 장식,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소재: 텍스타일, 종이 필름, 벽지, 접착 비닐

라벨 및 연포장

음식, 와인, 의료, 화장품, 가정용 상품
소재: 종이, 합성 특수지, OPP, PET 필름



ONYX RIPCenter (기본 제공)

ONYX사의 와이드포맷 프린터용 전문 RIP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고품질 출력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RIP 소프트웨어

주요 특징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반복 작업의 자동화

• 빠른 작업 준비

• 컬러 매니지먼트 미리 보기

• 손쉬운 이미지 크롭 및 크기 조정

타사 RIP 소프트웨어와의 연결도 지원(ColorGATE, SAi, Wasatch, Cal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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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잉크 카트리지(600ml 또는 1.2L)

경고등(Attention Light)

출력 품질 확인용 내장 LED 램프

자동 클리닝 시스템

4.3인치 오퍼레이션 터치 패널

IR 건조 히터 시스템

폐잉크 보틀

롤 홀더, 테이크업, 소재 장력 장치

1 롤 유닛

미디어 커터



RICOH Pro L5160
주요 사양

일반 사양

잉크 타입: 리코 2세대 수성 라텍스 잉크
헤드 타입:  리코 GEN5 산업용 고속 프린트 헤드

인쇄 속도: [CMYK 4색] 
 6 pass: 46.7 ㎡/h
 8 pass: 32.5 ㎡/h
 12 pass: 25.0 ㎡/h
 16 pass: 15.4 ㎡/h
 32 pass: 8.7 ㎡/h

 [CMYK 4색 + 화이트] 
 6 pass: 24.9 ㎡/h
 8 pass: 18.9 ㎡/h
 12 pass: 12.9 ㎡/h
 16 pass: 8.7 ㎡/h
 32 pass: 4.1 ㎡/h
 
출력 해상도: 450dpi, 600dpi, 900dpi, 1200dpi
공간 (폭x깊이x높이): 3,300 x 1,000 x 1,500mm
중량:  380kg 이하
전원:  220-240V, 16A 50/60Hz x 2라인
소요 전력:  6,000W 이하
 절전모드: 5.35W 이하
 오프: 0.5W 이하
인터페이스: 이더넷(100BASE-TX/1000BASE-T)
오퍼레이션 패널: 4.3인치 uWVGA (컬러 터치 패널+하드 키)
 지원 언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잉크 세트

잉크 세트 구성: 4컬러 모드(CMYK)
 5컬러 모드(CMYK+W)
드롭 사이즈: 5pl
잉크 용량: 4컬러 모드(CMYK)
 600ml 또는 1200ml (색상 별 카트리지 각 2개)
 5컬러 모드(CMYK+W)
 600ml 또는 1200ml (색상 별 카트리지 각 1개, 화이트 4개)
잉크 용량 유형: 600ml 표준 카트리지
 1200ml 대용량 카트리지

  

지원 소재(Media)
미디어 지원: 얇은 코팅용지, 합성수지, PET, 타폴린, PVC, 윈도우 필름,
 폴리에스터, 캔버스, 코튼 등 다양한 소재 지원
큐어링: IR 건조히터 시스템을 통한 빠른 건조
 라미네이팅과 같은 후공정 즉시 가능
큐어링 방식: 3웨이(Pre-Print-Post) 히터+IR 히터
최대 인쇄 폭: 1615mm
최대 소재 폭: 1625mm
 최소 297mm
소재 중량: 55kg 이하
롤 피드 길이: 최대 300mm 이하
롤 외부 직경: 최대 250mm 이하
롤 내부 직경: 3인치 또는 2인치
헤드 높이 조정: 1.8mm(기본값), 2.3mm, 2.8mm, 3.8mm
마진 설정: 기본값: 양 측면 15mm
 최소값: 양 측면 5mm

RIP 및 기타 소프트웨어

ONYX RIPCenter 소프트웨어 포함

주요 기능: 최신 Adobe PDF Print Engine 탑재
 ONYX 컬러 엔진
 가상 프린터 지원
 iccMAX 호환
 컬러 매니지먼트 미리보기
 QuickSet 2.0 자동화
 자동 별색 매칭 및 대체

ColorGATE, SAi, Wasatch, Caldera RIP 소프트웨어 연결 지원(별도 문의)

환경 정보

Pro L5160 모델은 Energy Star 표준을 준수합니다. (CMYK 4색 구성)
리코의 수성 라텍스 잉크는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악취가 거의 없어 별도의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의 
1. 본 명시된 제품은 산업용으로 인쇄용 잉크 및 토너는 산업용/전문 담당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본 브로슈어에 명시된 제품이 고객의 업무 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객의 책임이며, 제품 구매 전 충분한 제품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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