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ther 잉크젯 복합기 시리즈

최대
인쇄 크기A3

선명한 인쇄 출력 대용량 용지 급지 우수한 내구성

A3 Inkjet MFPA3 Inkjet MFPA3 Inkjet MFPA3 Inkjet MFP

*Source: IDC Worldwide Quarterly Hardcopy Peripherals Tracker, Q4 2021*Source: IDC Worldwide Quarterly Hardcopy Peripherals Tracker, Q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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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캔버스에 
꿈을 펼치다

Brother 잉크젯  복합기  시리즈

넓은 용지 크기 

디테일이 살아나는 Brother 복합기로  
생각을 넓히고, 더 과감하게 생산하세요.
비용 걱정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큰 용지에 마음껏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갑갑한 스프레드시트와 문서,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사진들은 이제 그만. 새로운 Brother 잉크젯 시리즈는 
A3† 용지와 긴 문서 출력을 지원하므로, 디테일한 
요소를 모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문서가 크든 작든 
다양한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표현해 보세요.

† A3 스캔, 복사, 팩스 기능은 MFC-J3940DW만 해당

첫 장 출력 시간(FPOT) 4.4초ˇˇ, 최대 출력 속도 
흑백 28ipmˇ, 컬러 28ipmˇ을 자랑하는 신형 잉크젯 
시리즈를 사용하면 대기 시간은 줄고, 아이디어를 
발휘할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  인쇄 시점에서 정확함
ˇ  ISO/IEC 24734 기준
ˇˇ ISO/ICE 17629 기준

동급 최고 속도*



생생한 고품질 인쇄재정의된 대용량의 기준
멋진 아이디어를 고품질로 출력하세요. 새로운 급속 
건조 안료 잉크는 더욱 진한 흑백 농도와 실물 같은 
컬러로 우수한 인쇄 품질을 선사하여 한 장 한 장 
산뜻함과 선명함, 생생함을 그대로 담아 냅니다.

다양한 형식의 대용량 인쇄를 경험해 보세요.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Brother의 대용량 
InkBenefit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흑백으로는 최대 
3,000장**, 컬러로는 최대 1,500장**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 카트리지의 출력 가능 최대 매수는 ISO/IEC 24711을 기준으로 표시



간편한 연결

Brother Mobile Connect App

모바일 기기로 인쇄하고 스캔하세요.

WebConnect

컴퓨터 없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직접 인쇄하세요.

Brother Cloud Apps

Brother 복합기에 내장된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하세요.

손 끝에서 펼쳐지는 기능

대용량 용지함

차세대 프린팅 시스템

3.5인치 컬러 LCD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인쇄 작업과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과 무선 기능이 기본 지원되며, 모든 기기를 
복합기 한 대에 연결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용지를 지원하므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표준 용지함과 하단 
용지함에 총 500매를 넣을 수 있어 용지 보충 횟수를 줄여줍니다.  
두 용지함 모두 최대 A3까지 급지 가능하기 때문에 A4와 A3를 
교체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용지함에 다양한 
종류의 용지를 100매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어 봉투, 명함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XIDRIVE - 특허 받은 Brother 프린트 칩에 고유의 양방향 변형 
Piezoelectric system을 채용해 강력하게 잉크를 분사합니다.  
따라서, 인쇄 품질과 속도가 향상되고 기기의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MFC-J2740DW
InkBenefit

MFC-J3940DW
InkBenefit

기능 인쇄, 스캔, 복사, 팩스, 다이렉트 포토 인쇄, 자동 양면 인쇄,  
무선 네트워크, Wi-Fi 다이렉트, 모바일 인쇄, WebConnect, 각종 Brother 앱

일반정보
메모리 256MB
디스플레이 3.5인치 LCD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
유선 / 무선 네트워크 지원 / 지원
컬러 인쇄 기능
인쇄 속도(레이저 대비) i 최대 28 ipm(흑백) 및 28 ipm(컬러)
인쇄 속도(고속 모드) 최대 35 ppm(흑백) 및 32 ppm(컬러)
첫 장 인쇄 시간 ii (FPOT) 4.4초(흑백) 및 4.6초(컬러)
양면 인쇄 속도 i 최대 21 ipm(흑백) 및 21 ipm(컬러)
인쇄 해상도 최대 1200x4800 dpi
자동 양면 인쇄 지원(최대 A4/LTR) 지원(최대 A3/LGR)
보더리스 인쇄 지원
색상 강화 
(Brother 이미지 개선을 통해  
색상 출력 맞춤화)

지원

모바일 인쇄 Brother Mobile Connect, Airprint, Mopria
WebConnect 지원
Wi-Fi 다이렉트 지원
NFC(근거리 무선통신) - 지원
컬러 복사 기능
최대 복사 크기 최대 A4 / LTR 최대 A3 / LGR
복사 속도(레이저 대비) iii 최대 25 ipm(흑백) 및 16 ipm(컬러)
복사 해상도(컬러) 인쇄: 최대 1200x4800 dpi, 스캔: 최대 600x600 dpi

자동 양면 복사 지원 (A5, LTR, A4) 지원 (LGR, LGL, Folio, LTR, A3, A4, A5, Mexico Legal, India Legal)

확대/축소 비율 25% - 400% (1% 단위 조정)
배경색 제거 지원
컬러 스캔 기능
최대 스캔 크기 최대 A4 최대 A3
양면 스캔 지원 지원 (최대 A3 / LGR)

스캔 해상도 광학: 최대 1,200 x 2,400 dpi (FB)
확장: 최대 19,200 x 19,200 dpi (Windows 7/Windows 8/Window 8.1/10의 경우)

스캔 속도 iv 최대 25 ipm(흑백) 및 25 ipm(컬러)
Scan To 기능 이메일, 이메일 서버, 파일, FTP, 이미지, 미디어, 네트워크(Window만 해당), OCR
컬러 팩스 기능
최대 팩스 크기 최대 A4 최대 A3
모뎀 33.6 kbps
메모리 전송 v 최대 150매
스피드 다이얼 100 x 2개 vi

그룹 다이얼 최대 6개 그룹
용지 부족 수신 v 최대 150매
팩스 전달 지원(흑백 전용)
인터넷 팩스(T37 버전) 지원
PC-팩스(흑백) 전송 및 수신 vii (USB/네트워크)

추가 기능
각종 Brother 앱 지원
보안 기능 잠금 지원[3.0 버전] 등록 가능 사용자 수: 100명
다이렉트 포토 인쇄
USB 플래시 메모리 지원(JPEG)
용지 사용
표준 용지함 용량 최대 250매(80g/m2) 최대 250매(80g/m2)
하단 용지함 용량 최대 250매(80g/m2) 최대 250매(80g/m2)

다목적 용지함 용량 100매(80g/m2) 100매(80g/m2)

1회 출력 가능 매수 최대 100매(최대 A4, 80g/m2), 최대 50매(최대 A3, 80g/m2)
자동 문서 급지대(ADF) 최대 50매(80g/m2)

사용 가능 용지 크기 
(표준 용지함)

<가로>
A4, LTR, EXE

<세로>
A3, LGR, LGL, Folio, A5, A6,  

포토(10x15cm/4x6�), 인덱스 카드(13x20cm/5x8�),  
포토-L(9x13cm/3.5x5�), 포토-2L(13x18cm/5x7�), Com-10,  

DL 봉투, Monarch, C5, Mexico Legal, India Legal

**포토 용지는 최대 A4/LTR까지 가능합니다.

<가로>
A4, LTR, EXE

<세로>
A3, LGR, LGL, Folio, A5, A6,  

포토(10x15cm/4x6�), 인덱스 카드(13x20cm/5x8�),  
포토-L(9x13cm/3.5x5�), 포토-2L(13x18cm/5x7�), C5, Com-10,  

DL 봉투, Monarch, Mexico Legal, India Legal



사용 가능 용지 크기
(하단 용지함)

<가로>
A4, LTR

<세로>
A3, LGR, LGL, Folio, Mexico Legal, India Legal

<가로>
A4, LTR

<세로>
A3, LGR, LGL, Folio, Mexico Legal, India Legal

사용 가능 용지 크기
(다목적 용지함)

<가로>
A4, LTR, EXE

<세로>
A3, LGR, LGL, Folio, A5, A6, 포토(10x15cm/4x6”),  
인덱스 카드(13x20cm/5x8”), 포토-L(9x13cm/3.5x5”),  
포토-2L(13x18cm/5x7”), Com-10, DL 봉투, Monarch, C5,  

Mexico Legal, India Legal

<가로>
A4, LTR, EXE

<세로>
A3, LGR, LGL, Folio, A5, A6, 포토(10x15cm/4x6”),
인덱스 카드(13x20cm/5x8”), 포토-L(9x13cm/3.5x5”),  
포토-2L(13x18cm/5x7”), Com-10, DL 봉투, Monarch, C5,  

Mexico Legal, India Legal

사용 가능 용지 종류(표준 용지함) 일반, 잉크젯, 글로시(캐스트/수지), 재생지
*글로시 용지는 최대 A4/LTR까지 가능 일반, 잉크젯, 글로시(캐스트/수지), 재생지

사용 가능 용지 종류(하단 용지함) 일반, 재생지
사용 가능 용지 종류(다목적 용지함) 일반, 잉크젯, 글로시, 재생지
지원되는 OS 및 소프트웨어

지원되는 운영체제 Windows: 7 / 8 / 8.1 / 10 / Server 2008 / Server 2008 R2 / Server 2012 / Server 2012 R2 / 2016 / 2019
Mac: OS 10.14.6/10.15.x/11 x

네트워크 관리 도구 웹 기반 관리, BRAdmin Light viii

소모품

InnobellaTM 잉크 카트리지

표준 용량 LC462 BK: A4 약 550매 ix

표준 용량 LC462 C/M/Y: A4 약 550매 ix

대용량 LC462XL BK: A4 약 3,000매 ix

대용량 LC462XL C/M/Y: A4 약 1,500매 ix

크기 및 무게

제품 크기(W x D x H) 530mm x 398mm x 375mm 
20.5 kg

576mm x 477mm x 375mm 
23.4 kg

i ISO/IEC 24734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세요.

ii ISO/ICE 17629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세요.

iii ISO/IEC 24735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세요.

iv ISO/IEC 17991 기준
v ITU-T Test Chart No 1/MMR 기준
vi 최대 100개 주소 등록 가능하고, 각 주소마다 2개 번호 등록 가능
vii 수신은 Windows®만 해당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7층(대치동, 동산빌딩) 
Tel: 02-572-4350    Fax: 02-572-4368 
브라더 고객센터: 1577-3340    www.brother-korea.com

가정용부터 비즈니스용까지 
다양한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 자료에 언급된 Microsoft, Windows, Windows 로고 및/또는 기타 Microsoft 제품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Brother 및 그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상표입니다. 모든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언급된 모든 등록 상표는 해당 회사의 재산입니다. Brother International Korea Co., Ltd.

Brother는 정품 Brother 소모품만 사용할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인쇄 품질, 더욱 효율적인 소모품 사용, 장비 손상 방지, 
최적의 성능 실현 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비정품 소모품 사용으로 
인한 제품 고장 시, 장비의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Brother의 
공인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viii Mac과 Linux에서는 미지원. Http://support.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ix 카트리지의 출력 가능 최대 매수는 ISO/IEC 24711을 기준으로 표시
x Mac에서 인쇄와 스캔을 이용하려면, AirPrint를 이용하거나 Mac 앱스토어에서 iPrint&Scan을 
다운로드하세요. MacOS 기반의 Brother iPrint&Scan 애플리케이션은 PDF/JPG/BMP와 PNG 
형식만 지원합니다. Mac OS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재된 내용은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FC-J2740DW
InkBenefit

MFC-J3940DW
InkBenefit

제품 제조 시, 친환경 철학인 5R* 적용 
2018년 7월,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SBTi**에 등록하여 활동 시작 
2020년 2월,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0% 감소를 목표로 친환경 기업 활동 전개 중 
*5R (Recycle, Refuse, Reduce, Reuse, Reform)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 
Brother Earth

Mobile Connect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Brother를  
검색하면 모바일 프린팅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