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실 프린터/복사기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한번에!

∨ 비즈니스 업종별 1:1 맞춤형 프린터 및 플랜 제공

∨ 사무실 프린팅 관련 유지 비용 90% 절약!

Advanced Ink System
잉크조이가제안하는 TOTAL OFFICE PRINTING SOLUTION

무제한 잉크 컬러 프린터 렌탈
Starting 

/month49+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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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조이는 2009년, LA 한인타운 100sqft 공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5,000sqft, 1,000개

이상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타운과

LA를 중심으로 사무실 프린터 설치, 프린터 렌탈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 정부, 

LA카운티/교육구 공식 인증 취득을 통해 서비스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InkJoy
established 
in 2009

INKJOY - About Us

InkJoy Certifications

· LA/OC County vendor : #16103801

· LAUSD Vendor #217818

· SLB Certified : #3116

· LSBE Certified : #16103801

· DUNS : #833254308

· NAICS : 453210, 325910, 323111, 424120, 811212, 541512, 5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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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JOY - About Us

컬러 프린트 출력량이 많은 사무실에서잉크조이의 AIS솔루션을 활용하신다면

프린터설치부터관리및유지비용을90% 까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린터 렌탈 및 판매

무제한컬러프린터렌탈및판매와함께잉크, 토너, 

프린터용지등프린터관련용품들을최저가로

판매하고있습니다.

프린터 수리 및 관리

프린터수리및잉크조이프린터렌탈고객을대상으로

정기적인프린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린팅

비즈니스운영에필요한명함, 브로셔, 스티커등

디자인부터프린팅까지최저가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Our Services
렌탈 및 판매

- 잉크젯 프린터

- 레이저 프린터

- 상업용 복사기

- 잉크, 토너 카트리지

비즈니스 프린팅

비즈니스 마케팅에 필요한 Material 프린팅 업무를

최저가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명함, 브로셔, 스티커, 레이블, 등 디자인 및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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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Clients

190+
프린터 렌탈 고객

1,230+
클라이언트

INKJOY - About Us

잉크조이는미정부, LA카운티/교육구공식인증을 통해 서비스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고객들과의신뢰를 10년이상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주요 한국 대기업 및 개인 사무실, Fashion District 업체 등

190여곳의사무실, 스토어프린터를렌탈및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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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Rental Service
잉크조이무제한잉크컬러프린터렌탈서비스
잉크조이가 제안하는 프린터 시스템은 대용량 잉크통과 특수 카트리지를 연결하여 잉크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대용량 잉크통을 장착하기에

기존 카트리지를 사용할 때와 달리 교체를 자주할 필요가 없고 폐 카트리지가 일으키는 환경 문제도 예방하기에 매우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관리 비용, 즉 프린터 관리 유지비용이 90%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곳, 어떤분들에게필요할까요?

프린터는사무실, 스토어등에꼭필요한오피스용품이지만많은사람들이

함께사용하기때문에유지관리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잉크조이

시스템이도움되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사무실, 스토어 등 공동 사용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 프린터 출력양이 월 수백~ 수천장인 경우

- 컬러 프린트 출력량이 많은 경우

- 제품 및 소모품 관리를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 프린터 소모품 지출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잉크조이프린터무상관리서비스

프린터를구매하는경우워런티기간이제한적이며프린터문제발생시

개인이관리하는것은어렵습니다. 잉크조이프린터렌탈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프린터설치부터관리까지무상지원해드립니다.

- 프린터 시스템 설치

- 프린터 사용 및 관리 방법 교육

- 렌탈 프린터 수리

- 장비 이상 발생 시 동급 기종 교체

- 렌탈 프린터 잉크 무제한 충전

INKJOY - Advanced Ink System

[Advanced I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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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실
무제한 잉크
컬러 프린터
베스트 셀러

HP OFFICEJET 8610
Starting 

/month49 +tax

$

All-in-One 복합기 HP 8610/8620

HP 오피스젯 8610 e복합기는 정품 카트리지를 개조하여

대용량 잉크컨테이너를 프린터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65-inch color touchscreen

- Print speed(B/C) : 35/34 ppm

- Dimension : 12.5(H) X 19.7(W) X 25.5(D) 

- Wireless printing

- Easy mobile printing 

- Automatic 2-sided printing

- 15,000 pages per month

레이저보다빠른고속복합기

HP Pro X476dw / Pagewide Pro 477dw

HP 오피스젯 프로 X 시리즈는 기존 레이저 프린터 대비

2배 빠른 속도와 50% 절감된 프린팅 비용으로 고품질 문서 출력을

보장합니다 .

- 4.3-inch color touchscreen

- Print speed(B/C) : 55/55 ppm

- Dimension : 20.3(H) X 26.7(W) X 26.4(D)

- Wireless printing

- Automatic 2-sided printing

- 50,000 pages per month

HP OFFICEJET Pro X476dw
HP PAGEWIDE Pro 477dw
Starting 

/month99+tax

$

Unlimited
Color 

Printer 
Rental

INKJOY - Advanced Ink System

HP OFFICEJET 7510 WIDE FORMAT
Starting 

/month59+tax

$

HP OfficeJet 7510 Wide Format

HP 오피스젯 7510은 대용량 잉크컨테이너를 프린터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A3사이즈까지 출력이

가능한 복합기 입니다

- 2.65-inch color touchscreen

- Print speed(B/C) : 33/29 ppm

- Dimension : 14.41(H) X 24.2(W) X 19.02(D)

- Media sizes : 3 x 5 to 13 x 19 in 

- Wireless printing

- Easy mobile printing

- 12,000 pages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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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포토 프린팅

텍스타일

무제한 잉크
컬러 프린터
베스트 셀러

EPSON ARTISAN 1430
Starting 

/month119 +tax

$

Epson Artisan 1430 Inkjet Printer
Epson Artisan 1430 Inkjet Printer는 고화질 이미지(Ultra Hi-Definition) 

프린팅이 가능한 프린터로서 포토그래퍼, 그래픽 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 사용 가능한 프린터입니다.

- Ultra Hi-Definition prints

- 13" x 19“ Wide Format Printing

- Remarkable image quality | 5760 x 1440 optimized dpi

- Wireless Network Ready

- Amazing Quality and Detail
Unlimited

Color 
Printer 
Rental

INKJOY - Advanced I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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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양의비싼레이저프린터, 비싼토너구매하지마시고렌탈 서비스로 비용을 아끼세요. 

잉크조이는 프린트 사용량을 분석하여 직군, 사업체 성격, 업무 등에 맞는 최적의 가격 플랜을 제공해드립니다. 

렌탈 서비스는 구매 대비 90%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이용방법

- STEP 01.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프린팅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 STEP 02. 월 2천장, 월 3천장, 컬러, 흑백 등 고객별 월별 사용량을 반영한 렌탈 가격 플랜을 제공합니다

- STEP 03. 계약 완료후 제품을 설치합니다.

* 프린트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단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용지를 제외한 토너 및 소모품 등은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INKJOY - Laser Printer Rental

Laser Printer Rental
잉크조이 레이저 프린터 렌탈 서비스

Starting 

/month89 +tax

$

COLOR LASER PRINTER RENTAL

Starting 

/month49 +tax

$

B/W LASER PRINTER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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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구매비용이많이들어가는비싼 커머셜복사기구매하지마시고렌탈

서비스로 비용을 아끼세요. 잉크조이는 프린트 사용량을 분석하여 업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업용 복사기는 가격만큼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입니다! 

설치부터관리까지한번에! 사무용 프린팅 유지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방법

- STEP 01.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프린팅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 STEP 02. 

월 2천장, 월 3천장, 컬러, 흑백 등 고객별 월별 사용량을

반영한 렌탈 가격 플랜을 제공합니다

- STEP 03. 

계약 완료후 제품을 설치합니다.

*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단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별로 추가 요금 없이 소모품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NKJOY – Commercial Copier Rental

Commercial Copier Rental/Lease
잉크조이 커머셜 복사기 렌탈/리스 서비스

Starting 

/month89 +tax

$

B/W LASER COPIER RENTAL

Starting 

/month159 +tax

$

COLOR LASER COPIER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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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조이는 비즈니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관련 프린팅 서비스를 최저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케팅 환경은 IT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이 더욱 활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명함, 브로셔, 쿠폰, 레이블, 스티커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물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잉크조이는높은품질, 낮은가격으로 비즈니스 마케팅에 필요한 프린팅 업무를 디자인부터 프린팅까지 서비스합니다. 

BASIC BUSINESS CARD

- Size : 3.5 inch x 2 inch

- Thick : 10pt

- Quantity : 500

- Coating : Matt, Gloss

- Full color on front side

* Customization Available           

INKJOY - Business Printing

Business Printing
잉크조이 비즈니스 프린팅 서비스

Business Card

명함은 단순히 주소, 전화번호만 적혀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명함은 비즈니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이자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잉크조이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기본 명함 디자인부터 고급 스타일, 커스터 마이즈 명함까지

LA한인타운 최저가로 제작해드립니다.

Starting 

20+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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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 4.25 inch x 5.5 inch

- Paper : Gloss Book

- Quantity : 500

- Coating : Semi-Gloass AQ on Both

- Full color on front side

- Various folding option available

- Customization available

INKJOY - Business Printing

FLYER

Starting From  45

- Size : 2 inch x 3.5 inch

- Paper : Sticker

- Quantity : 1000

- Coating : Matte AQ on the front

- Shape : Cut Sheet

- Full color on front side

- Customization available

LABELS/STICKER

Starting From  45$ $

- Size : 3 inch x 4 inch

- Thick : 10pt

- Quantity : 500

- Coating : Matte AQ on Both

- Full color on front side

- Customization available

POSTCARD

Starting From  39$

*  Marketing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 아이템(달력, 볼펜, 메모지 등) 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해 문의해주시면 예산과 기간에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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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JOY – Contact Us

WWW.INKJOY.COM

Enjoy Inkjoy
사무용 프린터/복사기 렌탈 전문 ‘잉크조이’

Web : www.inkjoy.com

Address : 2416 James M Wood Blvd. #D,Los Angeles CA 90006

Email : inkjoy@gmail.com / Joe@inkjoy.com

Phone : 323-332-6816/6758

Joe Jo Senior Sales Manager

TOTAL OFFICE PRINTING SOLUTION

WE ARE PRINTER EXPERTS

UNLIMITED COLOR PRINTING

http://www.inkjoy.com/
mailto:inkjoy@gmail.com
mailto:Joe@inkjoy.com
https://www.youtube.com/user/gospelthroughutube/featured
https://www.facebook.com/Inkjoy-310849416355689/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inkjoy
https://www.ktown1st.com/blog/ink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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