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라더, 초경량 컴팩트 모바일 프린터
‘PJ-763MFi’ 출시


무게가 480g 에 불과하고, 너비 25.5cm, 깊이 5.5cm, 높이 3cm 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서류가방이나 백팩, 작업 키트에 부담없이 휴대 가능



3 가지 인쇄모드(25 자, 50 자, 100 자)로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인쇄하여
현장에서 적시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 구현



300dpi 고해상도로 1 분에 8 장까지 인쇄할 수 있으며,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를 통해
무게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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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www.brother-korea.com, 이하 브라더)는 오늘, 자사의 모바일 프린터
‘PocketJet 7’ 시리즈 중 모바일 프린터 ‘PJ-763MF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PJ-763MFi’는 의료, 운송, 공공 안전, 해충방제, 전문적인 현장 서비스 조직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모바일 근로자들이 잉크나 토너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프린터를 들고 다니며 문서를
출력해 비즈니스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인쇄 모드는 3 가지로 ‘Key Short Word Summary’ 모드는 25 자까지, ‘Mid Word Summary’ 모드는
50 자까지, ‘Key Long Word Summary’ 모드는 100 자까지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인쇄하여 현장에서 적시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다.
무게는 480g 에 불과하고, 너비 25.5cm, 깊이 5.5cm, 높이 3cm 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부담없이
서류가방이나 백팩, 작업 키트에 휴대할 수 있다.
‘PJ-763MFi’는 300dpi 고해상도로 1 분에 8 장까지 인쇄할 수 있으며,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해 무게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대폭 연장시켰다.
이 제품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OS 드라이버 없이도 iOS, Android ™, Windows®, Linux 및
Windows Mobile 운영 체제 등 모든 주요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원활히
호환된다. 또한, 애플 ‘AirPrint™’ 무선 기술을 지원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에서 원활한
인쇄가 가능하여 보다 광범위한 산업군 및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PJ-763MFi’는 영업이나 서비스, 물류 배송, 해충방제 및 응급 의료서비스 분야와 같이 현장
업무가 많은 산업군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고객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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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모바일 프린터를 장착하여 응급환자의 의료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인쇄함으로써 적시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미야와키 켄타로(Miyawaki Kentaro) 지사장은 “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요청으로 ‘PJ-763MFi’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고객사가 운영 중인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매장에서 고객과의 상담 후 개인별 피부 맞춤 제안서를 발행하는 데 이 제품을 사용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고객사들의

문의와 요청으로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제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PocketJet 7 시리즈는 생산성을 높이는 모바일 기술에서의 브라더의 성장을 잘
보여주며, 향후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J-763MFi’은 오늘날의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워커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과 브라더의 스마트한 설계가 결합된 제품으로
모바일 플랫폼 호환성 및 연결에 대한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규모와 산업군에 관계없이
본 제품의 새로운 기능과 장점, 뛰어난 사용편의성을 통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PJ-763MFi’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s://www.brother-korea.com/ko-

kr/products/all-mobile-printers/mobile-printers/pj-763mfi)를 참고하면 된다.

<PJ-763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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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모델명

주요 기능
인쇄 속도: 최대 8ppm

PJ-763MFi

인쇄 해상도: 300 x 300 dpi
제품 크기: 255 mm x 55 mm x 30 mm((너비 x
깊이 x 높이)
용지 유형: Thermal paper (감열지)
용지 크기: A5 (148 x 210 mm), A4 (210 x 297
mm), Letter(216 x 279mm), Legal(216 x 356
mm) , Infinite
인쇄 너비: 최대 208.8mm
연결성: USB ver.2.0 (Full Speed) (mini-B,
Peripheral), 블루투스
무게: 0.48 kg
전원: Li-ion battery, AC adapter, CA adapter
(리튬 이온 배터리, AC 어댑터, CA 어댑터)

제품 및 구매 문의: 브라더 B2B 센터 1670-4368
브라더 공업 소개 (Brother Industries Ltd.)
1908 년 재봉틀 수리업으로 시작한 브라더 공업은 1932 년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하여 1934 년에
정식 회사로 설립되었다. 브라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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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현재, 전 세계 44 개국에 52 개 지사들이 진출해 있는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소개 (Brother International Korea Co., Ltd.)
브라더 그룹의 한국법인인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09년 10월에 설립되어 봉은사로(삼성동)
에 위치해 있으며, 44개국의 해외 지사들과 나란히 브라더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15년 6월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MFC), 팩스 및 라벨 프린터의 판
매 및 서비스에 대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인증은 브라더인터내
셔널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해나가는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경영을 기
업 방침으로 삼고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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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의 친환경 캠페인 ‘Brother Earth’ 소개
브라더는 ‘Brother Earth’라는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브라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식수(植樹)사업 외에도,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포장 단계부터 자원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친환경 철학이 반영되고 있다. 브라더는 ‘At your side’를 기업 모토
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사회를 위해 기업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의식이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자료에 대한 문의
커뮤니케이션 웨이브 / 정은경 팀장 (3672-6596 / 010-2790-3607, lifelife@commwave.co.kr)
커뮤니케이션 웨이브 / 이영미 차장 (3672-6597 / 010-7292-0287, erica@commwa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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