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e / 2022-08-08

“프린터도 미미익선(美美益善)...어떤 공간에도 조화롭게”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정품 무한잉크복합기 ‘더 화이트
에디션’ 2 종 출시
- 정품 무한잉크복합기에 화이트 컬러 입혀 인테리어 가치 제고
- 더 화이트 에디션 출시 기념,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 다수 진행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정품 무한잉크복합기 ‘더 화이트 에디션’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2022/08/08)

프린팅

제품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브라더코리아)가 정품 무한잉크복합기 ‘더 화이트 에디션’ 2 종(모델명: DCP-T426W, DCP-T226)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더 화이트 에디션’은 기존 정품 무한잉크복합기 2 종의 색상을 화이트 컬러로 변경,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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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도 잘 어울어지도록 리뉴얼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구매 결정
요인으로 디자인적 가치가 떠오르면서 프린터도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 브라더코리아는 기존 정품 무한잉크복합기의 심플한 디자인에 깔끔한
컬러 화이트를 입혀 디자인 감성을 더했다.
더 화이트 에디션은 프린트헤드의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내구성을 높였다. 미사용시에는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자동 관리해주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탑재했다. 모바일은 물론 외부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원격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메일 다이렉트 프린팅’ 기능까지 갖춰 활용 폭을 넓혔다.
최정규 브라더코리아 세일즈&마케팅 이사는 “이왕이면 더 예쁜 기기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번 ‘더 화이트 에디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기존 정품 무한잉크복합기의 기능성과
효율성에 화이트 컬러를 매치해 어느 장소든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를 고려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브라더코리아는 더 화이트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8 일부터 14 일까지 일주일간 롯데온과 오늘의집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온에서는 DCP-T426W 모델을 기존 판매가인 19 만 9 천원에서 2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KB 국민카드 결제시 7%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늘의집에서는 DCP-T226
모델을 기존 판매가인 17 만 9 천원에서 2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브라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토상품평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2 년 무상 A/S
서비스와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포토상품평 이벤트’를 진행한다.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된 5 명에게는 브라더 ‘브라더 라벨프린터(모델명: PT-P300BT)’를 증정할 계획이다.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하면 잉크 세트 BC7500BC 를 제공, 베스트 리뷰어 1 명에게는 에어팟 3 세대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잉크 세트와 함께 구매 시 신세계 상품권 1 만원권을 지급한다.
한편, 브라더 정품 무한잉크복합기는 재작년 출시 이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꾸준히 찾는
소비자들이 많을 만큼 브라더 대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