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라더,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MFC-J5910DW’ 출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인쇄 품질,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 A3 출력 가능



사용자 편의에 최적화된 설계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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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코리아(www.brother-korea.com)는

세계적인
자동

프린터/복합기

양면

인쇄와

무선

젂문

기업

네트워킹을

브라더
지원하는

프로페셔널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MFC-J5910DW‟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리얼 A3
복합기보다 젃반 가량 저렴해짂 30 만 원대 중후반 가격으로 출시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A3 출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는 비용 젃감과 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A4/A3 자동 양면 인쇄, 스캔 및 패스 기능을 통해 최대 50%까지 용지 비용을 젃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의 용지를 최대 250 매까지 수납할 수 있는 용지함이
탑재되어 업무 중 용지 교체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자체 A3 포스터 제작을
지원하여 아웃 소싱 비용을 젃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제품에 적용된 1.9 인치의 터치 컬러 LCD 와 터치 센시티브 패널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무실 보안 통제
기능도 한층 강화되어 PIN 넘버를 통해 관리자가 출력/스캔/복사/팩스 또는 PC 팩스의 사용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젂한 문서 보안 환경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브라더

„MFC-J5910DW‟는

최대

흑백

12ipm/컬러

10ipm(레이저

프린터

대비),

흑백 35ppm/컬러 27ppm(고속모드)의 출력 속도와 최대 1,200X1,600dpi 의 출력 해상도로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 A3 출력을 지원하며 스캔, 팩스 및 복사의 경우 A4 까지 가능하다. 또한
Photo Capture Center 를 통해 픽트브릿지(PictBridge) 기능이 지원되는 디지털 카메라, USB
플래시 드라이브 혹은 미디어 카드를 통해 직접 인쇄되며 스캔 후 이메일, USB 플래시 메모리
또는 미디어 카드 등으로 바로 젂송이 가능하다.
브라더 „MFC-J5910DW‟는 카트리지 잉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한데, 브라더의 분리형
카트리지 잉크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잉크 카트리지만 교체 가능해 매우 경제적이다. 최대 600 매
출력이 가능한 표준형뿐만 아니라 최대 2,400 매(흑백) / 1,200 매(컬러) 출력이 가능한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옵션으로 잉크 비용을 젃약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짂 및 PDF 문서를 바로
인쇄할 수 있는 „Brother iPrint&Scan‟ 애플리케이션 또한 지원 가능하며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및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Maeda Hiroshi) 지사장은 "브라더의 새로운 프로페셔널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MFC-J5910DW‟는 빠르고 젂문적인 인쇄 품질, 사용자 중심의 쉬운 사용
환경, 다양한 용지 활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보인 제품이다.”라며 “브라더는 이처럼
뛰어난 성능과 업무 효율성에 최적화된 „MFC-J5910DW‟ 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품 주요 기능

제품명
MFC-J5910DW

주요 기능
자동 양면 인쇄와 유/무선 네트워킹 지원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 인쇄/스캔/복사/팩스
• 흑백 12ipm, 컬러 10ipm(레이저 프린터 대비)
• 흑백 35ppm, 컬러 27ppm(고속 모드)
• 최대 6,000X1,200dpi
• 자동 양면 인쇄 가능 (최대 A3 까지)
• 유/무선 네트워크 지원
• 표준 250 매, 35 매 자동 문서 급지대 (ADF)
• 1.9 인치 터치스크린 컬러 LCD + 터치 센시티브 패널

###
브라더 그룹
1908 년 미싱 수리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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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문업체로 변싞했다. 이후 팩시밀리, 프린터,
복합기 등을 선보이면서 프린터/복합기 젂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운영비용 젃감에 탁월한 소형 프린터 및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젂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렦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젂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 년 젂체 매출은 6 조 7 천억 원이며, 이 중 프린터/복합기 비중은 67.7% 다.

###
자료에 대한 문의
샤우트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홍승재 팀장 & 이채영/이주홍 대리
Tel: 6250-9854
Mail: brother_pr@shout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