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라더, '굿 디자인 어워드 2013' 6 개 부문 수상

2013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



21년 연속 수상 쾌거, 총 182부문 수상 기록



고객 우선 모토 아래 제품 혁신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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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

인터내셔널코리아(www.brother-korea.com)는 자사의 흑백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등 총 13 개
제품 및 소프트웨어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3(Good Design Award 2013, http://www.gmark.org/)’ 6 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 년부터 일본 디자인 진흥회(JDP)가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ICSID)에서 인정한 세계 최고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에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제품은 브라더의 ▲흑백 레이저 3 종(HL-1110/DCP-1510/
MFC-1810), ▲컬러

레이저 2 종(HL-3170CDW/MFC-9140CDN), ▲잉크젯

복합기(MFC-J2510

InkBenefit), ▲흑백 레이저 팩스(FAX-2840), ▲라벨프린터 5 종(TD-2000/TD-2020/TD-2120N/TD2130N/TD-2130NSA) 및 애플리케이션(ScanViewer) 등 13 종으로, 이 중 흑백 레이저 프린터 HL1110 과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브라더는 이번 ‘굿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을 통해 자사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으며 21 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6 개
부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82 부문의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을 보유하게 되었다.

<브라더 굿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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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8 월 한국에 출시된 흑백 레이저 복합기 2 종(DCP-1510/MFC-1810)은 아시아 지역를
초점으로 한 브라더의 전략제품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합리적인 가격, 세련된 디자인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 SOHO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브라더만의 용지 걸림 최소화 기술, 2-in1 신분증(ID) 복사 버튼, 유지비 절감을 돕는 토너-드럼 분리형 설계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Maeda Hiroshi) 지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브라더는
탁월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프린터 업체로 다시 한 번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라더의 모토 아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더는 굿 디자인 어워드 2013 수상작인 컬러 레이저 복합기 MFC-9140CDN 의 오픈마켓
구매자에게 간식 비즈콘을 제공하는 ‘의리 X 크로스 프로모션’ 및 가로출력 잉크젯 복합기 MFCJ2510 InkBenefit 구매 시 산돌팬시폰트 이용권, 브라더 이노벨라 A3 일반용지 1 권(250 매)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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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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