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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GTX 데모 프로그램’ 확대 운영 

“디지털 의류 출력 체험하고 커스텀 티셔츠도 받자!” 

 

- 브라더코리아, GTX 스튜디오와 PIS 2022 전시회에서 GTX 데모 프로그램 운영 

- 패션·디자인·의류·섬유 관련 분야 종사자 혹은 학생, 기타 해당 분야 창업준비자 대상 의류 프린팅 소

개 및 시연 기회 제공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GTX 관련 이미지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2022/07/27) 프린팅 제품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브라더

코리아)가 자사 디지털 의류 프린터(GTX)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브라더 GTX 데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GTX 데모 프로그램은 패션, 디자인, 의류 및 섬유 분야 종사자 또는 기타 해당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

는 학생이나 창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류 출력(Direct To Garment, DTG/원단 직접 인쇄)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제품 체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브라더코리아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및 패션 플랫폼 사업의 확대와 디지털 대량 생산 라인 전환 

등으로 디지털 의류 출력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잠재고객 요청 시에만 운영하던 기존 GTX 데

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GTX 데모 프로그램은 브라더 GTX 스튜디오 서울 홍대점 또는 경기 파주점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 및 

상담을 통해 장소가 확정된다. 디지털 의류 프린팅에 대한 개요 소개부터 브라더 GTX 제품을 활용한 

티셔츠 제작 체험, 비즈니스 모델 상담, 구매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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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데모 프로그램 참가는 27일부터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인쇄를 

희망하는 이미지를 USB에 담아 행사 당일 지참하면 브라더 GTX로 면 100% 원단에 나만의 이미지를 

직접 새겨볼 수 있다. 완성된 티셔츠는 1인당 최대 2매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8월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프리뷰 인 서울 2022(PIS 2022)’ 전시회를 통해서도 GTX 

데모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내달 17일까지 브라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후 전시

회 기간 내 브라더 GTX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브라더 GTX로 출력

한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 비즈니스 및 구매 상담까지 받은 고객에게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증정한

다. 

 

브라더코리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의류출력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

고 있고 질문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의류 프린팅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

보와 유익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 같은 데모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니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

니스 아이디어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데모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브라더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

다.  

 

한편, 브라더코리아는 앞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산업용 의류프린터 DTG 신제품 GTX600을 출시한 

바 있다. 

<끝> 

### 

[브라더인터내셔널] 

브라더인터내셔널(이하 브라더)은 프린팅, 이미징, 라벨링 및 공작기계 시장에서 혁신적인 품질의 제

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로서 1908년 일본에서 설립됐다. 브라더의 주요 제품군으로는 ‘잉크젯/레이저 프

린터 및 복합기’, ’팩스’, ‘라벨 프린터’, ’의류 프린터(가먼트 프린터)’ 등이 있다. 

브라더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고객 최우선(At your side)’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제품을 혁신, 뛰어난 품질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해

왔다. 현재 브라더는 44개국에 걸쳐 17개의 생산 설비, 52개의 판매 지사를 운영 중이다.  

그중 한국 법인인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09년 10월 설립됐으며 프린터, 복합기 등 프린팅 솔루

션과 기어, 감속기, 기어모터 등 머시너리 사업(브라더GTR)을 영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