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레이저 복합기 및 프린터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브라더,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가을 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
 흑백 레이저 제품 4 종, 컬러 레이저 제품 2 종을 선정,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뛰어난 가격대비 성능과 SOHO 및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약 한달 간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진행, 고객의 가격부담을 최소화한 가격 할인 이벤트
2014 년 9 월 15 일, 서울 –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 기업 브라더 인터내셔널코리아
(www.brother-korea.com)는 자사의 대표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놀라운
가격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라더는 본격적인 가을시즌에 맞춰, 경제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SOHO 및 중소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레이저 모델 6 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놀라운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동급 대비 높은 가격 효율성을 갖춘 브라더의 대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높은 가격으로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브라더의 이번 가격할인 이벤트는 흑백 레이저 4 종, 컬러 레이저 2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옥션을 통해 진행된다. 흑백 레이저 제품은 ▲경제적인 가격에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흑백 레이저 프린터 HL-1110, ▲좁은 공간에서도 인쇄, 복사, 스캔, 팩스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흑백 컴팩트 레이저 복합기 DCP-1510, MFC1810, MFC-1815 다.
특히, 컴팩트 레이저 복합기 DCP-1510, MFC-1810, MFC-1815 는 신분증 복사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소규모 대리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복사 기능은 앞면을 복사한 후, 뒷면을
복사하기 위해 용지를 다시 뒤집어 넣을 필요 없이 한번에 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업무에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준다.
컬러 레이저 2 종은 브라더의 대표 컬러 레이저 프린터 ▲HL-3150CDN 과 복합기 ▲MFC9140CDN 으로 흑백과 컬러 모두 동일한 출력 속도로 전문가 수준의 높은 인쇄 품질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전용 제품이다. 또한, 약 2,200 페이지의 대용량 토너 옵션을 제공해 유지비를 크게
절감시킬 뿐 아니라 이번 이벤트를 통한 놀라운 가격할인 혜택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자동 양면 인쇄, 유선 네트워크, 모바일 인쇄 기능,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 비즈니스 환경에
놀라운 유연성을 제공한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Maeda Hiroshi) 지사장은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이번 이벤트 제품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놀라운 향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며, “이번

가격할인 이벤트는 평소 비싼 프린터와 복합기 가격에 망설였던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더의 대표 레이저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가격할인 이벤트는 10 월
12 일까지 계속되며, 옥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베트와 관련된 이미지와 대상 제품의
자세한 사양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http://promotion.auction.co.kr/promotion/md/eventview.aspx?txtmd=0761eeb540)
<이미지>
< 브라더의 가을 맞이 가격할인 이벤트_옥션 >


제품별 주요 기능(1) 흑백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4 종

제품명
흑백 레이저 프린터 <HL-1110>

주요 기능
• 인쇄
용지 걸림 최소화 기능
(긴 용지 가이드, 듀얼 롤러 시스템, C 자형 용지 경로)
• 출력 속도 최대 20/21ppm (A4/레터)
• 해상도 최고 2,400 x 600dpi (HQ1200 기술)
• 수동 소책자(팜플렛) 인쇄 기능

흑백 레이저 복합기 <DCP-1510>

• 인쇄, 스캔, 복사
• 용지 걸림 최소화 기능
(긴 용지 가이드, 듀얼 롤러 시스템, C 자형 용지 경로)
• 출력 속도 최대 20/21ppm (A4/레터)
• 최고 600 x 600dpi (해상도 제어로 2,400 x 600 까지
구현)
• 수동 소책자(팜플렛) 인쇄 기능
• 신분증(ID) 복사 기능

흑백 레이저 복합기 <MFC-1810>

• 인쇄, 스캔, 복사, 팩스
• 용지 걸림 최소화 기능
(긴 용지 가이드, 듀얼 롤러 시스템, C 자형 용지 경로)
• 출력 속도 최대 20/21ppm (A4/레터)
• 최고 600 x 600dpi (해상도 제어로 2,400 x 600 까지
구현)
• 수동 소책자(팜플렛) 인쇄 기능
• 신분증(ID) 복사 기능
• 10 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흑백 레이저 복합기 <MFC-1815>

• 인쇄, 스캔, 복사, 팩스, 전화

• 용지 걸림 최소화 기능
(긴 용지 가이드, 듀얼 롤러 시스템, C 자형 용지 경로)
• 출력 속도 최대 20/21ppm (A4/레터)
• 최고 600 x 600dpi (해상도 제어로 2,400 x 600 까지
구현)
• 수동 소책자(팜플렛) 인쇄 기능
• 신분증(ID) 복사 기능
• 10 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제품별 주요 기능(2) 컬러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2 종

제품명
컬러 레이저 프린터 <HL-3150CDN>

주요 기능
• 자동 양면 인쇄
• 유선 네트워크 지원
• 흑백∙컬러 모두 최대 18/19ppm (A4/레터)
• 최고 600 x 600dpi, 2400 x 600dpi
• 모바일 인쇄 지원(Google Cloud Print, Apple
AirPrint, Brother iPrint&Scan)
• 표준 250 매 용지함
• 보안 인쇄 기능
• 딥 슬립 모드에서 전력 소비량 0.57W

컬러 레이저 복합기 <MFC-9140CDN>

• 인쇄, 스캔, 복사, 팩스
• 자동 양면 인쇄
• 원터치 신분증 복사 기능
• 유선 네트워크 지원
• 흑백∙컬러 출력 속도 모두 최대 22/23ppm
(A4/레터)
•

직관적인 컬러 터치 스크린

• 최고 600 x 600dpi, 2400 x 600dpi
• 모바일 인쇄 지원(Google Cloud Print, Apple
AirPrint, Brother iPrint&Scan)
• 표준 250 매 용지함
• 보안 인쇄 기능

브라더 그룹 소개
1908 년 재봉틀 수리업으로 시작한 브라더 그룹은 1932 년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하여 1934 년에
정식 회사로 설립되었다. 브라더 그룹은 1961 년 휴대용 타자기 개발, 1971 년 고속 도트 프린터
개발 등을 거치면서 프린터 중심의 사무용 기기 전문업체로 변신했다. 이후 팩시밀리, 프린터,
복합기 등을 선보이면서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운영비용 절감에 탁월한 소형 프린터 및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1 년 전체 매출은 7 조 4 천억 원이며, 이 중 프린터/복합기 비중은 67.8% 다.
자료에 대한 문의
샤우트 웨거너 에드스트롬 홍승재 팀장 & 공인희 과장 & 길호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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