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더 컬러 레이저 L3 시리즈 

MFC-L3750CDW

간편한 사용, 탁월한 성능!
단순화의 이점을 누려보세요.

생산성 연결성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최적화

용지 소모량 50% 절감
자동 양면 인쇄* 기능으로 용지 소모량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총 소유비용 절감
표준형이나 대용량의 토너 카트리지 중,  

사용 환경에 알맞은 선택으로, 더 낮은 장당 

인쇄비용으로 더 많은 매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토너 비용 절감
토너 절약 모드로 토너 수명이 극대화됩니다. 

토너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선명하고 깔끔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컬러를 사용한 뛰어난 성능으로 고품질의 인쇄물을 
간편하게 만들어보세요. 최신 브라더 컬러 레이저는 
뛰어난 생산성과 완벽한 통합성, 그리고 비용 절감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컴팩트한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뛰어난 성능
우수한 인쇄 결과, 

*MFC-L3750CDW에 해당



놀라운 생산성

빠른 인쇄 및 스캔 속도 
최대 24ppm*의 인쇄 속도와 최대 27ipm*(흑백)의 

스캔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더욱 빠르게
사용자 친화적인 LCD 터치스크린에서 자주 

수행하는 작업을 바로가기로 설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지 처리
250매 용량의 기본 용지함이 탑재되어 용지 보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급지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용지를 최대 163gsm까지 

처리할 수 있어 인쇄작업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멀티태스킹 기능 
브라더 기기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인쇄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음 

작업(스캔 및 팩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강화를 통한 뛰어난 편의성

유무선 공유
내장형 와이파이와 이더넷*을 통해 다수의 

네트워크 사용자들과 브라더 기기를 손쉽게 

공유해 보세요.

USB Direct 인쇄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품 전면의 USB 

리더기에 삽입하여 인쇄와 스캔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결성 
간편하게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이메일 등을 

모바일 장치에서 브라더 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인쇄 및 스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Brother Cloud Apps*, WebConnect*, Cloud 

capabilities*와 같은 혁신적인 기능이 더해져 

인쇄와 스캔 작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MFC-L3750CDW 모델만 해당



브라더는 정품 브라더 소모품만 사용할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인쇄 품질, 더욱 효율적인 소모품 사용, 장비 
손상 방지, 최적의 성능 실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한 경우, 장비의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브라더의 공인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언급된 Microsoft, Windows, Windows 로고 및/또는 기타 Microsoft 제품은 미국 및/또는 다른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Brother와 그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 Japan의 상표입니다. 모든 세부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언급된 모든 등록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Brother International Corporation, Japan.  2018.09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www.brotherearth.com

가정용부터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

www.brother-korea.com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 (삼성동, 백영빌딩 4층)
대표전화: 1577-3340 팩스: 05-572-4368
브라더 공식 홈페이지: www.brother-korea.com

HL-L3210CW MFC-L3750CDW
주요 기능 무선 네트워크 컬러 레이저 프린터 자동 양면 인쇄 지원 컬러 레이저 복합기
인쇄 기능
프로세서 속도 Main: Cortex-A9 800MHz; Sub: ARM946 133MHz
인쇄 속도(A4/레터) 최대 18/19 ppm 최대 24/25 ppm

기타 인쇄 기능
수동 양면 인쇄 (A4), N-up 인쇄, ID 인쇄,  

Booklet, 포스트 인쇄, 워터마크 인쇄,  
프린트 프로파일, 검정 텍스트 인쇄

자동 양면 인쇄 (A4),  
포스터 인쇄, 머리말-꼬리말 인쇄, 워터마크 인쇄  

(Windows (Host-Based/PCLXL)),  
N-up 인쇄, 보안 인쇄(Windows (Host-Based/PCLXL) / Mac))

인쇄 해상도  600 x 600 dpi, 2,400 dpi (600 x 2,400) 품질
첫장 출력 속도(Ready) 15.5초 미만 14초 미만
복사 기능
복사 속도 - 최대 24/25 ppm
축소/확대 비율 -  25% - 400% in 1% 증가
복사 해상도 -  600 x 600 dpi
복사 기능 -  N in 1
스캔 기능
스캔 속도(흑백/컬러)* - A4 : 27/21 ipm, LTR : 29/22 ipm
스캔 해상도(광학) - 1,200 x 2,400 dpi
스캔 해상도(학장) - 19,200 x 19,200 dpi 

스캔 기능 -
Auto Deskew, SharePoint (Firm & CC4), Email, Image, OCR, File, FTP, 

Direct USB, Network (Windows only)
팩스 기능
모뎀 속도 - 33.6Kbps

PC 팩스 (송/수신) -
송신 (Windows, Mac (FaxShare Software by Brother),  

Linux (LPR / CUPS PC-FAX Send Driver)) / 수신 (Windows) 
스피드 / 그룹 다이얼 - 200 위치 / 20 그룹
용지 부족 수신 - 최대 500 매 (ITU-T Test Chart, Standard Resolution, JBIG)
용지 사용
표준 용지함 250매
수동 급지대 1매
자동문서급지대(ADF) - 50매
출력 용량 150매 (인쇄면 아래로)
용지 무게(수동 급지대)  60 ~ 163g/m2

용지 크기(표준 용지함) A4, Letter, A5, A5(Long Edge), A6, Executive
A4, Letter, A5, A5(Long Edge), A6, Executive, Legal, Folio,  

Mexico Legal, India Legal
연결성

인터페이스
 Hi-Speed 2.0, IEEE 802.11b/g/n (Infrastructure Mode),  

IEEE 802.11g/n (Wi-Fi Direct) 
Hi-Speed 2.0, 10Base-T/100Base-TX, IEEE 802.11b/g/n (Wireless),  

IEEE 802.11g/n (Wi-Fi Direct)
전면 USB Direct Print - 지원
모바일 솔루션 Brother iPrint&Scan, Google Cloud Print, AirPrint, Mopria®, Windows Mobile Printing
브라더 앱/ 웹 커넥트  - / - 지원 / 지원
기타
메모리 256MB 512MB
에뮬레이션 PCL6, BR-Script3, PDF Version 1.7, XPS Version 1.0
디스플레이 1줄 LCD 9.3cm 컬러 터치 스크린

운영체제 호환성

Windows: Server 2008, Server 2008 R2, 7 SP1, 8, 8.1, Server 2012, 
Server 2012 R2, 10, Server 2016 /  

Mac: macOS v10.11.6, 10.12.x, 10.13.x (Download only) /  
Linux: CUPS, LPD/LPRng (x86/x64 environment)

Windows: Server 2008 (Network only), Server 2008 R2 (Network only),  
7 SP1, 8, 8.1, Server 2012 (Network only),  

Server 2012 R2 (Network only), 10, Server 2016 (Network only) /  
Mac: macOS v10.11.6, 10.12.x, 10.13.x (Download only) /  

Linux: CUPS, LPD/LPRng (x86/x64 environment)
유틸리티 및 솔루션 BRAdmin Light^; BRAdmin Pro3^; Web Based Management
보안 기능 Setting Lock, Secure Function Lock Version 3.0#

Energy Star 인증
전력 소비량(인쇄/절전) 약 390W / 8.8W  약 430W / 1.2W
전원 220-240 V; AC 50/60Hz
소음 수준 LpAm =  45 dB(A) LpAm =  47 dB(A)
소모품
표준형 토너(TN-263)+ BK: 약 1,400 매 / CMY: 약 1,300 매
대용량 토너(TN-267)+ BK: 약 3,000 매 / CMY: 약 2,300 매
드럼(DR-263) 약 18,000 매
크기 및 무게
크기 (W x D X H) 410 x 461 x 252 mm 410 x 475 x 414 mm
무게 17.2 kg 23.6 kg 

* ISO/IEC 17991 기준
^ 윈도우에서 다운로드시 사용 가능
# 최대 100명의 사용자까지 등록가능
+ ISO/IEC 19798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