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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에 완벽히 대응하는
최첨단 기술의 흑백 MFP

어떠한 작업 환경에도 부합하는 단순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무선,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7인치 조작 패널

새로운 7인치 조작 패널은 업계 최고 수준의 멀티 터치 감도, 친사용자적인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운영성을 제공합니다. 패널 하단의 4가지 하드 메뉴

키와 화면의 소프트 메뉴 키로 복사, 팩스, 줌 혹은 소프트 숫자 키패드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최대 9개 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젯 기능

텍스트 박스, 아이콘 혹은

G I F  애니매이션을

스티키노트와 같이 MFP

조작 패널 상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사무실내

공지사항, MFP 사용규칙

혹은 주의 사항을 표시

하는데사용될수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기능의 컴팩트한 MFP

새로 개발된 MFP 본체는 이전 모델 보다 가볍고 컴팩트 하면서 한층

향상된 기능으로 어떠한 작업 환경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모바일 터치 영역 무선 LAN (AP 모드) 지원

MFP가 무선 LAN Access Point*²가 되어 모바일 기기와 bizhub간의

직접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내에서 기기는 bizhub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기존 LAN과 안전하게 분리됩니다. PageScope Mobile은

기기조작패널의 QR 코드를인식시키는것만으로도모바일기기와 bizhub의

무선 설정이 완료되어 보다 사용이 편리합니다.

*²업그레이드 키트 UK-212와 기기 연결 인터페이스 키트 EK-608 필요.

무선 LAN (AP 모드) 연결 이미지

* AP 모드 (본체)에 최대 5개의 기기가 동시 연결 가능함.

QR 코드 표시 화면

기본 웹브라우저

조작 패널의 멀티 터치 UI는 웹페이지 내용을 표시하거나, 인쇄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PDF 파일의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거나, 방문하려는 장소의 지도를 인쇄할 때 유용합니다.

프린트드라이버없이표준모바일기술에연결되는인스턴트프린팅솔루션

* Google Cloud Print 설치와

Google 계정 등록이 필요.

* 업그레이드 키트 UK-211 필요.

*¹안드로이드 기기는 안드로이드 4.4 혹은 이후 버전과 HCE (Host Card Emulation)을
지원하는 NFC 안테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하드등록키에자주사용되는기능
최대 4개 까지 등록.

소프트메뉴키에자주사용되는기능
최대 5개 까지 등록.

소프트 메뉴 키는 스크린 탭을
탭핑(tapping)하면 나타남.

기본 기기

내부 LAN

조작 패널에 모바일 터치 영역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통해모바일장비연결이가능하며,

이러한연결을통하여페어링 (pairing), 프린트, 스캔과사용자인증과같은

모바일 기능*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능을

실행하려면, 기기를 모바일

영 역 에 접 촉 하 고 ,

PageScope Mobile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을

실행하면 됩니다.

AirPrint Mopria Print ServiceGoogle Cloud Print Konica Minolta Print Service PageScop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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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FeliCa(IDm), SSFC, FCF, FCF (campus) 및 MIFARE (UID)를 포함한 비접촉식 IC카드가

부합함.

*⁴안드로이드 v4.1 혹은 이후 버전을 위한 HCE (Host Card Emulation) 혹은

PageScope Mobile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4.4 혹은 이후 버전 필요.

*³인증 유닛 AU-201S 필요.

TPM (Trusted Platform Module : 보안 플랫폼 모듈)

기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TPM (Trusted Platform Module)

보안 칩으로 기밀 정보를 제어합니다. 기밀 정보는 칩의 전용 저장 공간에

암호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인증되지 않는 열람을 방지합니다.

혁신적인 제품 설계로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킵니다.

화면 디스플레이 확대 및 컬러 전환 기능

화면 디스플레이 확대 기능은 버튼 상의 텍스트를 확대하여 줍니다. 

화면 디스플레이 컬러 전환 기능은 동일한 명암비를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색상을 전환하여 주어, 저시력 사용자들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재생 원료의 사용

재생 PC/ABS 및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등 첨단 재생기술을 이용한

원료를 사용하여 MFP 본체 부피 기준 약 51%를 재생 원료로 제작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을 실현합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전력 소모 및 TEC 값

절전 모드에서 MFP CPU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되어, 동종 모델 대비 최저

수준의전력소모량을실현합니다(0.5W). 또한, TEC 값이기존모델대비최대

55%까지절감되었으며, MFP의 이산화탄소배출도저감되었습니다.

분리가능한 용지 카세트

MFP의 용지 카세트가 분리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MFP 내부에 남아있는

걸린 용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기기 정지 시간을 줄여줍니다.

ID & Print

사용자가 인쇄를 실행하기 전에 프린터 드라이버 화면에서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인쇄 데이터가 MFP의 HDD에 저장되고, 동일한 패스워드가

MFP 조작 패널에입력되지않는한 MFP에서 출력되지않습니다. 이 기능은

기밀 문서 혹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출력물 수령이 제한되는 인쇄 작업에

유용합니다.

(1) 기본 기기로
인쇄 작업 전송

기본 기기

(2) 출력을 원하는
MFP에 로그인

(3) 서브 기기에서
인쇄 작업 실행

IC 카드 인증

생체 인식 인증

지정맥이 가장 정확한 인증

도구가 됩니다. 

생체 인식 인증은 쉬우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 생체 인식인증유닛 AU-102 와

작업대 WT-506 필요.

* i-Option LK-115 v2 필요.

* 220-230V하의 값
* 국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버전 2.0의 TEC 값 적용

유연한 최첨단 보안 기능이 소중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MFP 본체 인증

본체에서 직접 인증이 가능합니다. 복사, 인쇄, 스캔 및 팩스*¹를 포함한

각 기능에 대한 상세한 접속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Server-less) 풀 프린팅

사용자가 전송한 인쇄 작업을 사무실의 어떠한 MFP에서든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가 서버리스 풀 프린팅 시스템을 낮은 도입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대의 MFP로 구성된 풀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 MFP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 함.
* 각 MFP에 i-Option LK-114와 업그레이드 키트 UK-211가 설치 되어야 함.

*¹팩스 키트 FK-513와 하드디스크 HD-522이 필요

다양한 유형의 IC카드*²인증*³이

가 능 하 며 , 인 증 방 식 은

SSFC (Shared Security

Formats Cooperation : 공유

보안 형식 조합)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IC 카드 외에도, NFC 안테나가

장착된 안드로이드기기*⁴인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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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다로그의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마크는 특정 모델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고객만족센타

TEL : 1588-7180

본사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59,5층 (선흥빌딩)

TEL : 02) 3415-7700(대)    FAX : 02) 582-7881

물류센타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전파로 53,1층 (태광산업본관)

TEL : 031) 463-3350    FAX : 031) 449-8063

  

 

   

 

   

   

 

강원지사 033) 765-7670

경북지사 053) 744-7038

부산지사 051) 867-4766

전남지사 062) 522-9181

충청지사 042) 621-2308

경남지사 055) 281-8020

전북지사 063) 271-9181

PP영업부 031) 463-3311

수도권 영업부 031) 463-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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