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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메모리 128MB 256MB

디스플레이 2.7” LCD 터치스크린 3.7” LCD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Hi-Speed USB 2.0/USB Direct

유/무선 네트워크 지원

컬러 인쇄 기능

인쇄 속도 ^ 최대 22ipm(흑백) 및 20ipm(컬러)

인쇄 속도(고속 모드) 최대 35ppm(흑백) 및 27ppm(컬러)

첫 장 출력 시간(FPOT) 6초

인쇄 해상도 최대 1,200x4,800dpi

자동 양면 인쇄 지원(최대 A3/LGR)

보더리스 인쇄 지원: A3, A4, LTR, A6, Photo 3R, 4R, 5R, 인덱스 카드(127x203mm/5”x8”)

컬러 강화(브라더 이미지 강화를 통한 
사용자 지정)

지원

잉크 절약 모드 지원

모바일 인쇄 Brother iPrint&Scan, AirPrint, Mopria, Google Cloud Print

WebConnect 지원

Wi-Fi 다이렉트 지원

근거리 무선 통신(NFC) - 지원

컬러 복사 기능

복사 최대 용지 크기 최대 A3

복사 속도(레이저대비) ^^ 최대 12ipm(흑백) 및 9ipm(컬러)

복사 해상도(컬러) 인쇄: 최대 1,200x4,800dpi, 스캔: 최대 600x6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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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축소 비율 25%~400%(1% 단위씩 증가)

N-in-1 복사 지원(ID 카드 복사)

배경색 제거 지원

컬러 스캔 기능

최대 스캔 크기 최대 A3

스캔 해상도 광학: 최대 1,200x2,400dpi 
확장: 최대 19,200x19,200dpi(Windows XP/Windows Vista/Windows 7/Windows 8 /Window 8.1/10)

스캔 속도 2.7초 이상(A4, 100x100dpi)

"Scan to" 기능 이미지, 광학 문자판독 장치(OCR), 이메일, 파일, USB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 FTP, 이메일 서버+, 네트워크

컬러 팩스 기능

최대 팩스 크기 최대 A3

팩스 속도 33.6kbps

메모리 전송 *** 최대 200페이지

스피드 다이얼 100x2개 번호#

그룹 다이얼 최대 6개 그룹

용지 부족 수신 *** 최대 200페이지

팩스 전송 지원(흑백 전용)

인터넷 팩스(버전 T37) 지원+++

PC-팩스(흑백) 전송 및 수신*(USB/네트워크)

추가 기능

브라더 클라우드 앱 지원

보안 기능 잠금 지원[버전 3.0] 등록 가능 사용자 수: 10

다이렉트 포토 인쇄

USB 플래시 메모리 지원(JPEG)

용지 사용

용지 입력량 표준 용지함 최대 250매, 
후면 바이패스 용지함 1매

표준 용지함 최대 250매, 
하단 용지함 최대 250매, 

MP 용지함 최대 100매 (최대 A4/LTR)

용지 출력량 최대 100매(최대 A4), 최대 50매(최대 A3)

자동 문서 급지대(입력) 최대 50매(80gsm)(인쇄면이 위로)

용지 크기(표준 용지함) A3, LGR, A4, LTR, EXE, LGL, Folio, A5, A6, Photo 3R, 4R, 5R, Indexcard(127x203mm/5”x8”), Com-10, DL 봉투, Monarch, C5

용지 크기(하단 용지함) - A3, LGR, A4, LTR, LGL, Folio

^ ISO/IEC 24734 기준. 자세한 내용은 브라더 웹 사이트(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십시오. 
^^ ADF 모델의 경우에는 ISO/IEC 24735 기준. 자세한 내용은 브라더 웹 사이트(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십시오. 
^^^ ISO/ICE 17629 기준. 자세한 내용은 브라더 웹 사이트(www.brother.com/rd/printspeed)를 참조하십시오. 
+ Mac과 Linux에서는 미지원. http://support.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Linux에서는 미지원. http://support.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잉크젯 복합기(MFC) 시리즈

선명한 인쇄 출력 동급 최고 속도* 대용량 용지 급지 우수한 내구성

MFC-J3930DW InkBene�t

www.brother-korea.com

가정용부터 비즈니스용까지 다양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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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Co., Ltd.

Brother는 정품 Brother 소모품을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정품을 
사용하시면 더 나은 인쇄 품질과 더 많은 소모품당 인쇄량을 누리실 수 
있고 프린터를 보호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신 경우, 장비의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Brother의 
공인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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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크기(후면 바이패스 용지함) A3, LGR, A4, LTR, EXE, LGL, Folio, A5, A6, Photo 3R, 4R, 5R, 
Index 카드(127x203mm/5”x8”), Com-10, DL 봉투, Monarch, C5

-

용지 크기(MP 용지함) - A3, LGR, A4, LTR, EXE, LGL, Folio, A5, A6, Photo 3R, 4R, 5R, 
Index 카드(127x203mm/5”x8”), Com-10, DL 봉투, Monarch, C5

용지 종류(표준 용지함) 일반, 잉크젯, 글로시(캐스트/수지), 재생 
*글로시 용지의 최대 크기는 A4/LTR입니다.

용지 종류(하단 용지함) - 일반, 재생

용지 종류(후면 바이패스 용지함) 일반, 잉크젯, 글로시(캐스트/수지), 재생 -

용지 종류(MP 용지함) - 일반, 잉크젯, 글로시(캐스트/수지), 재생

지원 OS 및 소프트웨어

지원 운영 체제 Windows: Vista/7/8/8.1/10/Server 2008/Server 2008 R2/Server 2012/Server 2012 R2 
Mac: OS X v10.9.5/10.10.x/10.11.x

네트워크 관리 도구 웹 기반 관리(Windows IE 8.0/11.0, Safari 9.0 권장), BRAdmin Light+

소모품

InnobellaTM 잉크 카트리지** 초대용량 LC3619 BK(최대 3,000페이지), 초대용량 LC3619C/M/Y(최대 1,500페이지)

크기 및 무게

상자 제외 575mm(W) x 477mm(D) x 305mm(H), 19.6kg 575mm(W) x 477mm(D)x 375mm(H), 23.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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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은 Windows®에서만 가능 

** ISO/IEC 24711에 규정된 대략적인 카트리지 용량 

*** ITU-T Test Chart No 1/MMR 기준 
# 최대 100개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각 항목에는 숫자 2개가 있습니다. 

- 본 정보는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이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복사기를 뛰어넘는 반응속도! 
기업용 A3 컬러복합기



완벽한 A3  
인쇄 기능 실현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인쇄 실현

잉크젯 복합기(MFC) 시리즈

MFC-J3930DW 
InkBene�t

모든 필요에 맞는 다양한 크기
복잡한 그래프, 흐릿한 사진, 혼잡한 문서와 이별하세요. A3 인쇄 
기능으로, 출력물의 모든 세부사항을 선명하게 재현한 채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문서, 작은 이미지 등 필요에 맞게 다양한  
용지 크기를 선택하세요.

비즈니스급 성능을 자랑하는 브라더의 풀 A3 잉크젯  
복합기(MFC)를 만나보세요. 견고한 구조와 저렴한  

인쇄 비용으로 유지비 걱정 없이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 줍니다.

** ISO/IEC 24711에 규정된 대략적인 카트리지 용량

저렴한 장당출력비용 
브라더의 초대용량 InkBene�t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인쇄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InkBene�t 카트리지는 흑백 인쇄 시 최대 3,000매**,  
컬러 인쇄 시 최대 1,500매**까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검정: 카트리지당 
최대 3,000매 
인쇄

방수성 및 
내변색성 인쇄

오래 지속되는 고품질 인쇄물
차트, 수치, 프레젠테이션 데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브라더의 새로운 
급속 건조 안료 잉크는 더욱 진한 검정색 농도와 실물 같은 컬러로 
우수한 인쇄 품질을 선사합니다. 이 섬세한 고품질 인쇄는 방수성과 
내변색성이 우수하여 높은 문서 품질이 오래 유지됩니다.

iPrint&Scan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인쇄하고 스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웹 기능

WebConnect 
다양한 온라인 저장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Brother Cloud Apps 
브라더 복합기 LCD 터치로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이뤄지는 연결성
3.7” 컬러 LCD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가락 터치만으로 인쇄 작업과 기능을 
간편하게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내장된 유/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사용 중인 모든 장치를 하나의 장비에 연결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인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습니다.

‡ MFC-J3930DW InkBene�t 지원

최대 100,000매 
인쇄를 보장하는 
제품 수명

더욱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높은 내구성
잔고장 없이 처음 성능이 오래 유지되는 복합기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디자인과 최대 100,000매 인쇄를 보장하는 업계 최대 제품 
수명으로 모든 업무에서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브라더의 자부심입니다.

대량 출력을 지원하는  
대용량 용지함

자주 용지를 보충하지 않아도 대량 출력이 가능합니다. 표준 용지함에 최대 
250매를 급지할 수 있고, MP 용지함에는 최대 100매를 급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250매를 더 급지할 수 있는 하단 용지함이 있어 대량 용지 급지가 
가능하므로, 총 용지 수납 매수는 최대 600매에 이릅니다‡. 

‡ MFC-J3930DW InkBene�t 지원

$

동급 최고 속도*
신제품 A3 복합기는 첫 장 출력 시간(FPOT)이 6초^^로 놀라운 
반응속도를 자랑하며, 흑백 인쇄의 경우 22ipm^, 컬러 인쇄의 경우 
20ipm^으로 인쇄 시간이 짧아 더 이상 복합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장 출력 
시간: 6초

한번에 최대 600매 급지로 
용지 추가급지 횟수 감소‡

* 인쇄 시 정확함 
^ ISO/IEC 24734 기준 
^^ ISO/ICE 17629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