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신 스캐너부터 레이저 프린터까지, 최고의 사무기기 장만을 위한 절호의 기회!”

브라더, 옥션에서 역대 최고의 가격할인 혜택 제공


최신 출시 모델을 포함한 자사의 주력 모델 선정, 역대 최고의 가격할인 혜택 제공



가정 및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흑백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모델 할인



최신 컴팩트 무선 스캐너 및 비즈니스용 고속 스캐너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

2014 년 4 월 15 일, 서울 –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 기업 브라더 인터내셔널코리아
(www.brother-korea.com)는 자사의 주력 제품 7 종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가격할인 기
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라더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적용,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자사의 대표 흑백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사무용 무선 컴팩트
스캐너 및 전문가용 고속 네트워크 스캐너로, 국내 대표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정 및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브라더의 흑백 레이저 모델

브라더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프린터 및 복합기 제품 중, 가정 및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자사의 대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대규모 가격할인 이벤트의 적용 모델은 ▲탄탄한
기본 기능에 경제적인 가격까지 갖춘 흑백 레이저 프린터 HL-1110,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업무지원이 가능한 흑백 컴팩트 레이저 복합기 DCP-1510, MFC-1810, MFC-181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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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ID)복사 버튼을 장착, 소규모 대리점에서 최적의 업무 효율을 보여준다. MFC-1815 는
송수화기 장착으로 전화통화 기능을 제공해 보다 높은 공간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기간에 해당 프린터와 복합기를 구매하면 프린터는 5 만 원대, 복합기는 10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PC 없이 바로 문서 스캔이 가능한 최신 무선형 컴팩트 스캐너!

이번 대규모 가격할인 이벤트로 브라더의 최신 무선 컴팩트 스캐너인 ADS-1600W 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올 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 제품은 강력한 업무 정보 캡처 기능과
함께, 원활한 무선 연결기능으로 신속한 업무 자료 공유 및 효율적인 문서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ADS- 1600W 모델은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온라인은 물론 PC 없이 모바일
기기 또는 클라우드로 직접 스캔이 가능해, 비즈니스 구성원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브라더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ADS-1600W 에 7%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 30 만 원대에 ADS-1600W 를 구매할 수 있다.



해상도를 높여도 빠른 스캔 속도가 유지되는 브라더의 고속 데스크톱 스캐너 모델

데스크톱 스캐너 모델로는 ▲고속 네트워크 문서 스캐너 ADS-2600W 와 ▲고속 데스크톱 문서
스캐너 ADS-2100 가 이번 이벤트의 가격할인 혜택 모델로 선정됐다. 두 모델 모두 탁월한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중소기업 및 SOHO 사용자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IF 디자인 어워드 2013'에서 iF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ADS-2600W 는 기업의 기존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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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LCD 를 탑재해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으며, 다양한 ‘Scan To’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지원한다.
브라더의 고속 데스크톱 문서 스캐너 ‘ADS-2100’은 단일 패스 고속 양면 스캔 기능과 버튼
한번으로 하드 카피를 디지털 파일로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는 '원 터치 스캔' 기능을 지원해
보다 손 쉬운 문서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PC 없이 스캔한 문서를 바로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탁월하다. 무엇보다 200dpi 와 300dpi
어느 경우나 동일하게 빠른 스캔 속도(24ppm, 48ipm, A4 기준)을 유지하는 점이 장점이다.
브라더는 ADS-2600W 와 ADS-2100 두 모델 모두 7%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ADS2600W 는 50 만 원대, ADS-2100 은 30 만 원 대에 구매할 수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Maeda Hiroshi) 지사장은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모델 위주로 구성된 이번 이벤트로 브라더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라며, “역대
최고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5 월 11 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규모 가격할인 이벤트의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http://promotion.auction.co.kr/promotion/MD/eventview.aspx?txtMD=06FEBC03C2)
이번 이벤트관련 이미지와 대상 제품의 자세한 사양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역대 최고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라더의 이벤트’ 페이지 >



제품별 주요 기능(1) 흑백 레이저 4 종

제품명

주요 기능

흑백 레이저 프린터 <HL-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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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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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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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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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 무선 스캐너 제품 주요 기능

제품명
<컴팩트 무선 스캐너 ADS-1600W>

주요 기능
• 자동 양면 스캔 지원, 무선 연결
• 285(W)x103(D)x84(H)mm 의 컴팩트한 크기
• 글로시 화이트의 세련된 외관
• 6.8cm 컬러 터치스크린 LCD
• 최대 18ppm(36ipm), 20 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 플라스틱 카드 스캔 전용 슬롯 (양각 카드 지원)
• Scan To USB/ email / E-mail Server / Cloud /
Searchable PDF / Network / Mobile Devices / FTP /
cloud, file, image, OCR
• 빈 페이지 감지, 자동 틀어짐 조정, 자동 이미지
회전, 뒷면 비침 방지, 배경색 제거, 부분 자동 추출
기능
• 전문가용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세트 포함



제품별 주요 기능(3) 고속 네트워크/데스트탑 스캐너 제품별 주요 기능

제품명
<고속 네크워크 문서 스캐너 ADS-2600W>

주요 기능
• 자동 양면 스캔 지원
• 9.3cm 컬러 터치스크린 LCD
•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연결
• 최대 24ppm(48ipm)
• 50 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 Scan To email/ FTP/ Email server/ network folder/
cloud, file, image, OCR
• 빈 페이지 감지, 자동 틀어짐 조정,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기능
•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세트 포함

<고속 데스크톱 문서 스캐너 ADS-2100>

• 양면 스캔 지원
• 원 터치 스캔 기능
• 최대 24ppm(48ipm)
• 최대 1,200 X 1,200dpi 의 고해상도 스캔
• 50 매 자동 문서 급지대(ADF)
• Scan to USB/ email/ OCR, file, PDF
• 빈 페이지 감지, 자동 틀어짐 조정, 초음파 다중
급지 감지 기능
•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세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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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호준 대리
Tel: 6250-9844, 6250-9833
Mail: brother_pr@shoutw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