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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w 이 자료에 명시된 Microsoft, Windows, Windows로고 그리고 이외 Microsoft 제품들은 미국 또는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Microsoft Corporation 등록상표입니다.

Brother와 그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 Japan의 등록상표입니다. 모든 제품 사양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시된 모든 등록상표들은 각 회사의 자산입니다.     

ww .brother-korea.com

브라더제품은 브라더 정품 소모품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보장되고, 제품을 보호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브라더 정품 

잉크를 사용하시면 전국 브라더 A/S 센터를 통해 1년간 무상 A/S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브라더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어도 브라더의 공인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MFC-J3520 InkBenefit MFC-J3720 InkBenefit
기능 인쇄, 스캔, 복사, 팩스, 자동양면인쇄, 유/무선 네트워크, 브라더앱스

일반

메모리 128MB

디스플레이 2.7”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 고속 USB2.0 / USB 다이렉트 / 픽트브릿지 / 미디어카드

네트워크 유선/무선 네트워크

컬러 프린터

인쇄 속도(레이저 대비)^ 최대 흑백 22ipm, 컬러 20ipm

인쇄 속도(고속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인쇄 해상도 최대 1,200 x 6,000 dpi

자동 양면 인쇄 A3 / LGR 가능

보더리스 인쇄 가능 A3, Ledger, A4, LTR, A6, Photo(102x152mm/4”x 6”), Indexcard(127x203mm/5x8”), Photo-L(89x127mm/3.5x5”), Photo-2L(127x178mm/5x7”)

컬러 향상 조정 가능 (브라더 이미지 조정을 통해 컬러 출력 설정 가능)

잉크 절약 모드 가능

모바일 프린트 브라더 iPrint&Scan, AirPrint, Google Cloud Print, IPPFAX

웹커넥트 가능

Wi-Fi 다이렉트 가능

컬러 복사기

복사 크기 최대 A3

복사 속도(레이저 대비)^^ 흑백 12cpm, 컬러 9cpm

복사 해상도 인쇄 : 최대 1200x2400 dpi, 스캔 : 최대 1200x1200 dpi

양면 복사 가능

확대 / 축소 비율 25% ~ 400% (1% 단위씩 증가)

N in 1 한 면에 최대 2 또는 4페이지로 축소 가능 (ID 카드 복사 포함)

포스터 가능

북카피 가능 평판으로 복사시 테두리 삭제 및 비틀어짐 교정

얇은 용지 복사 가능 이미지 겹침 현상 예방(Bleed-through Prevention)

워터마크 복사 가능

바탕색 제거 가능

컬러 스캐너

스캔 크기 최대 A3

스캔 해상도 광학: 최대 2,400 x 2,400 dpi, 확대: 최대 19,200 x 19,200 dpi

스캔 속도 4초 (A4 size, 100 x 100 dpi)

“Scan to” 기능 이미지, 광학 문자 인식, E-mail, File, Media Cards, USB Flash Memory Drive, FTP, Email Server+, Network (단, Windows)

컬러 팩스

팩스 크기 최대 A3

모뎀 33.6kbps

메모리 전송*** 최대 200매

스피드 다이얼 100x2# 

그룹 다이얼 최대 6개 그룹

팩스/전화 전환 자동 전환

용지 부족 수신*** 최대 200매 

팩스 전달 가능 (흑백만 가능)

인터넷 팩스(T37 버전) 가능+

PC-팩스 송신&수신 가능 (USB/네트워크)*

기타 특징

브라더 앱 테두리&스캔, 테두리&복사, 노트스캔

다이렉트 포토 인쇄

미디어 카드 슬롯 가능##

USB 플래시 메모리 가능

픽트브릿지(Pictbridge) 가능 

용지 사용

용지 급지량 250매 기본 급지대, 낱장 바이패스 급지대 250매 기본 급지대, 250매 추가 급지대, 낱장 바이패스 급지대

용지 출력량 최대 50매

자동 문서 급지대 최대 35매

매뉴얼 용지 급지 A3, LGR, LGL, C5 (1회 1매씩 급지)

지원 가능 용지
A3, LGR, A4, LTR, EXE, B4, B5, LGL, Folio, A5, A6, 포토전용지(102x152mm/4”x6”), 인덱스카드(127x203mm/5”x8”),

포토전용지-L(89x127mm/3.5”x5”), 포토전용지-2L(127x178mm/5”x7”), C5, Com-10, DL 봉투, Monarch (홍콩/대만/한국에서만 B4, B 사용)

용지 종류 일반, 잉크젯, 광택, 투명, 봉투(수동 급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요구사항

운영 체제 Windows: XP / XP x64 / Vista / 7 / 8 / Server 2003 / Server 2003 R2 / Server 2008 / Server 2008 R2 / Server 2012. Mac: OS X v10.6.x/v10.7.x/v10.8.x

네트워크 관리 툴 BRAdmin Professional 3++, Driver DeploymentWizard++, BRAdmin Light+++

지원

이노벨라 잉크 카트리지

(InnobellaTM)
초대용량 잉크 LC569BK(검정) (최대 2,400매), LC565XL C/M/Y(파랑/빨강/노랑) (최대 1,200매) 

무게 및 크기

무게 및 크기 14.5kg (박스 미포함), 553mm (폭) x 433mm (깊이) x 247mm (높이), 16.7kg (박스 미포함), 553mm (폭) x 433mm (깊이D) x 310mm (높이),

^  ISO/IEC 24734 기준.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rother.com/rd/printspeed

^^  ISO/IEC 24735 기준.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rother.com/rd/printspeed

+ http://solutions.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Mac 및 Linux 지원 불가. http://solutions.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Linux 지원 불가. http://solutions.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신은 Windows② 용입니다

**  최대 출력 가능 매수 측정 ISO/IEC 24711 기준.

***  ITU-T Test Chart No 1/MMR 기준

#  최대 100개의 주소 저장 가능. 각 주소당 2개 번호 입력 가능

##   지원 가능 미디어 카드 (Memory Stick Duo, Pro Duo, Micro(어댑터 필요), SD Memory Card, SDHC Memory Card, SDXC 

Memory Card, MultiMedia Card, MultiMedia Card Plus, MultiMedia Card Mobile(어댑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