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더렌탈, 1주년 기념 첫 달 무료 ‘원픽 렌탈 프로모션’ 진행  

 

* 지난 1년간 렌탈 계약 1위 MFC-L8900CDW, 첫 달 무료 렌탈 프로모션  

* 브라더렌탈 사이트 내 잉크젯 및 레이저 제품, 렌탈만 해도 휴대용 공기청정기 증정  

* 브라더렌탈, 1년 만에 40% 성장…글로벌 브랜드의 제품력과 탄탄한 서비스 네트워크 갖춰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브라더)가 브라더렌탈 공식 

웹사이트에서 첫 한 달의 렌탈비를 할인해주는 ‘원픽 렌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브라더렌탈 서비스 오픈 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다. 이 기간에 누적 계약 수 1위 제품인 컬러레이저복합기 MFC-L8900CDW를 

렌탈하면, 첫 1개월치의 렌탈료를 아낄 수 있다. 

 

기업고객, 기술력 좋은 제품과 편리한 A/S, 저렴한 유지비용을 모두 갖춘 복합기 원해 



브라더렌탈, 제품부터 서비스, 나아가 비용까지 기업고객 맞춤 렌탈 선보여  

 

브라더렌탈의 원픽 제품인 MFC-L8900CDW는 4 in 1 (인쇄, 스캔, 복사, 팩스) 제품으로,  

12.6cm의 한글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실제 누적 계약 수 1위 제품으로 복합기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기업 고객이 걱정하는 A/S까지 검증된 사무용 복합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브라더렌탈 원픽 제품의 장점이다. 36개월 렌탈 시 월 4만 9천 원, 

24개월 렌탈 시 월 6만 9천 원으로 제품 구매에 따른 목돈을 지출하지 않고, 매달 균등하게 사업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해당 가격은 모두 부가세 별도로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매달 발생하는 소모품이나 A/S 등 유지비도 추가 비용 없이 월 렌탈료 내에서 모두 진행된다. 

브라더렌탈은 100% 브라더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비정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한다. 브라더의 베테랑 A/S 전문가들이 전국 어디든 24시간 이내 렌탈 관련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을 36개월 동안 매월 흑백 1,000매, 컬러 200매 사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약 126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을 소유하기 보다 잘 사용하는 데에 가치를 

두는 요즘, 고객들이 브라더렌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컬러레이저복합기 MFC-L8900CDW 외에도 브라더렌탈을 통해 오는 9월 30일(금)까지 렌탈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휴대가 가능한 공기청정기 ‘알로 AP500’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브라더 프린팅사업부 최정규 본부장은 “다년간 축적된 렌탈 비즈니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라더렌탈’을 런칭하였는데, 브라더를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분들 덕분에 지난 1년 비즈니스를 잘 

이어올 수 있었다”며 “여러 모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 힘이 되어드리고자 

1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브라더렌탈은 글로벌 프린터 제조사인 브라더의 탄탄한 제품력과 렌탈 비즈니스의 핵심인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오픈 1년 만에 40% 성장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브라더렌탈 런칭 1주년 기념 ‘원픽 프로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브라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