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brother-korea.com

대량 생산을 위한
차세대

맞춤형 제작 기술

• 새롭게 설계된 흰색 잉크 프린트 헤드로 
헤드 내부의 잉크 순환

• 4개의 잉크 순환 구역: 잉크 탱크, 보조 탱크, 
잉크 라인 및 프린트 헤드

운영 비용 절감  
효율적인 
유지관리*

잉크 시스템, 유지관리 부품 및 운영 

비용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ROI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잉크 순환 

• 친환경 및 수성 인쇄 프로세스

• 대용량 탱크 크기: 1.8L, 18L 

• 색 재현 공간 확장으로 높아진 선명도

• 세탁 후 외관이나 색상이 변형되지 않음 
(AATCC 세정 테스트: 4.0 이상)

• OEKO-TEX® ECO PASSPORT 인증 획득

• CPSIA 준수 잉크

© 2020 Brother International Korea Co., Ltd.

이곳에 사용된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Adobe Photoshop 및 Adobe Illustrator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의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OS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세대 GTX 프린터와 비교함(GTX-422).

프린터 크기
70” X 51” X 48”(1780MM X 1300MM X 1210MM)
*권장 스탠드 포함

프린터 무게
약 165KG (364 LBS) (플래튼 포함)
*스탠드 미포함

플래튼 크기
최대 인쇄 크기 16” X 21” (40.6CM X 53.3CM)

포함된 플래튼 크기
14” X 16” (35.6CM X 40.6CM)

잉크 종류
수성 안료 잉크

잉크 헤드 타입
ON DEMAND PIEZO HEAD

잉크 헤드 개수
프린트 헤드 2개/ 잉크 채널 8개

프린트 해상도
1200 DPI X 1200 DPI

인쇄 모드
CMYK: SINGLE, DOUBLE 모드 선택 가능 
WHITE: UNDERBASE & HIGHLIGHT

환경
대기 조건: 
10°C ~ 35°C,
상대습도: 20%-85%

작동 조건: 
18°C ~ 30°C,
상대습도: 20%-85%

데이터 출력
프린터 드라이버(USB, FILE OUTPUT, LAN)

전원
AC 100V-240V, 50/60HZ ± 1HZ

전력 소모
0.8A(평균) (기준: 0.4A - 순환 중)

잉크 큐어(INK CURE)
HEAT PRESS MACHINE: 180°C에서 35초 
CONVEYOR OVEN: 320°C에서 3.5분 
시간과 온도는 사용하는 드라이어의 제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리
인쇄하기 전에 수동이나 자동으로 전처리한 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히트프레스를 사용하여 의류를 건조하세요.
전처리는 흰색 잉크로 인쇄할 때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
MACOS® 10.14 MOJAVE, MACOS 10.15 CATALINA
WINDOWS 8.1 (64비트), WINDOWS 10 (64비트)

인터페이스
USB2.0, LAN (10 BASE-T, 100 BASE-TX), 
USB FLASH MEMORY (32GB 미만, FAT32 형식)

드라이버 작동 조건
2GHZ CPU (최소 권장 사항)
4GB RAM (최소 권장 사항)

디스플레이 해상도
XGA (1024X768) (최소 권장 사항)

권장 어플리케이션
ADOBE® PHOTOSHOP CS6/CC, ADOBE® ILLUSTRATOR 
CS6/CC, CORELDRAW® 2018/2019 (WINDOWS)

Brother GTX-424 DTG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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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SDK를 활용하여 웹 투 프린트 
파일 생성, 바코딩 및 기타 생산 중심 작업을 
수행합니다. 

• 업계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자동화 툴을 
제공합니다. 

• 생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Brother GTX-424는 고객님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발 빠르게 충족합니다. 

• 고속 인쇄 모드를 사용하면 기본 인쇄 모드 대비 최대 
20%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 이중 플래튼 센서로 최적의 선명도를 구현합니다.

• 인쇄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프린트 작동 중에도 새로운 
파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교체 가능한 다용도 플래튼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한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헤드 노즐 막힘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 강화된 유지관리 스테이션으로 유지관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습도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보증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Brother와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즉시 제작 가능. 사용자 편의성.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합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으로 잉크와 
시간을 절약하세요.
대규모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TXpro B는 대량의 잉크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린터 내부의 잉크의 상태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 

시간당 흰색 원단 최대  
57장에 프린트 가능

시간당 유색 원단 최대 
42장에 프린트 가능
(11” X 11”, 1200 X 1200 DPI, 
CMYK+WHITE, 고속 인쇄 모드)

(11” X 11”, 1200 X 1200 DPI,  
표준 CMYK 전용 모드)

*1세대 GTX 프린터와 비교함(GTX-422). †추가 구매용

모든 잉크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추가 대형 보조 
탱크에 잉크가 자동으로 채워짐

대용량 잉크 탱크로 
장시간 대량 인쇄 
작업 가능

프린터 내부에서 잉크를 
자동으로 순환하고 고르게 
섞어 주므로 항상 최상의 
잉크 상태를 유지

내장형 필터링 및 공기 제거 
시스템으로 대용량 잉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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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SDK를 활용하여 웹 투 프린트 
파일 생성, 바코딩 및 기타 생산 중심 작업을 
수행합니다. 

• 업계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자동화 툴을 
제공합니다. 

• 생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Brother GTX-424는 고객님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발 빠르게 충족합니다. 

• 고속 인쇄 모드를 사용하면 기본 인쇄 모드 대비 최대 
20%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 이중 플래튼 센서로 최적의 선명도를 구현합니다.

• 인쇄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프린트 작동 중에도 새로운 
파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교체 가능한 다용도 플래튼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한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헤드 노즐 막힘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 강화된 유지관리 스테이션으로 유지관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습도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보증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Brother와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즉시 제작 가능. 사용자 편의성.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합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으로 잉크와 
시간을 절약하세요.
대규모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TXpro B는 대량의 잉크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린터 내부의 잉크의 상태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 

시간당 흰색 원단 최대  
57장에 프린트 가능

시간당 유색 원단 최대 
42장에 프린트 가능
(11” X 11”, 1200 X 1200 DPI, 
CMYK+WHITE, 고속 인쇄 모드)

(11” X 11”, 1200 X 1200 DPI,  
표준 CMYK 전용 모드)

*1세대 GTX 프린터와 비교함(GTX-422). †추가 구매용

모든 잉크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추가 대형 보조 
탱크에 잉크가 자동으로 채워짐

대용량 잉크 탱크로 
장시간 대량 인쇄 
작업 가능

프린터 내부에서 잉크를 
자동으로 순환하고 고르게 
섞어 주므로 항상 최상의 
잉크 상태를 유지

내장형 필터링 및 공기 제거 
시스템으로 대용량 잉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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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작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 옵션으로 제공되는 SDK를 활용하여 웹 투 프린트 
파일 생성, 바코딩 및 기타 생산 중심 작업을 
수행합니다. 

• 업계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자동화 툴을 
제공합니다. 

• 생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Brother GTX-424는 고객님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발 빠르게 충족합니다. 

• 고속 인쇄 모드를 사용하면 기본 인쇄 모드 대비 최대 
20%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 이중 플래튼 센서로 최적의 선명도를 구현합니다.

• 인쇄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프린트 작동 중에도 새로운 
파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교체 가능한 다용도 플래튼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한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헤드 노즐 막힘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 강화된 유지관리 스테이션으로 유지관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습도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보증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Brother와 함께 고객의 비즈니스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즉시 제작 가능. 사용자 편의성.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합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으로 잉크와 
시간을 절약하세요.
대규모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TXpro B는 대량의 잉크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린터 내부의 잉크의 상태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화된 
잉크 시스템 

시간당 흰색 원단 최대  
57장에 프린트 가능

시간당 유색 원단 최대 
42장에 프린트 가능
(11” X 11”, 1200 X 1200 DPI, 
CMYK+WHITE, 고속 인쇄 모드)

(11” X 11”, 1200 X 1200 DPI,  
표준 CMYK 전용 모드)

*1세대 GTX 프린터와 비교함(GTX-422). †추가 구매용

모든 잉크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추가 대형 보조 
탱크에 잉크가 자동으로 채워짐

대용량 잉크 탱크로 
장시간 대량 인쇄 
작업 가능

프린터 내부에서 잉크를 
자동으로 순환하고 고르게 
섞어 주므로 항상 최상의 
잉크 상태를 유지

내장형 필터링 및 공기 제거 
시스템으로 대용량 잉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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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을 위한
차세대

맞춤형 제작 기술

• 새롭게 설계된 흰색 잉크 프린트 헤드로 
헤드 내부의 잉크 순환

• 4개의 잉크 순환 구역: 잉크 탱크, 보조 탱크, 
잉크 라인 및 프린트 헤드

운영 비용 절감  
효율적인 
유지관리*

잉크 시스템, 유지관리 부품 및 운영 

비용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ROI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잉크 순환 

• 친환경 및 수성 인쇄 프로세스

• 대용량 탱크 크기: 1.8L, 18L 

• 색 재현 공간 확장으로 높아진 선명도

• 세탁 후 외관이나 색상이 변형되지 않음 
(AATCC 세정 테스트: 4.0 이상)

• OEKO-TEX® ECO PASSPORT 인증 획득

• CPSIA 준수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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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사용된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Adobe Photoshop 및 Adobe Illustrator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의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OS는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세대 GTX 프린터와 비교함(GTX-422).

프린터 크기
70” X 51” X 48”(1780MM X 1300MM X 1210MM)
*권장 스탠드 포함

프린터 무게
약 165KG (364 LBS) (플래튼 포함)
*스탠드 미포함

플래튼 크기
최대 인쇄 크기 16” X 21” (40.6CM X 53.3CM)

포함된 플래튼 크기
14” X 16” (35.6CM X 40.6CM)

잉크 종류
수성 안료 잉크

잉크 헤드 타입
ON DEMAND PIEZO HEAD

잉크 헤드 개수
프린트 헤드 2개/ 잉크 채널 8개

프린트 해상도
1200 DPI X 1200 DPI

인쇄 모드
CMYK: SINGLE, DOUBLE 모드 선택 가능 
WHITE: UNDERBASE & HIGHLIGHT

환경
대기 조건: 
10°C ~ 35°C,
상대습도: 20%-85%

작동 조건: 
18°C ~ 30°C,
상대습도: 20%-85%

데이터 출력
프린터 드라이버(USB, FILE OUTPUT, LAN)

전원
AC 100V-240V, 50/60HZ ± 1HZ

전력 소모
0.8A(평균) (기준: 0.4A - 순환 중)

잉크 큐어(INK CURE)
HEAT PRESS MACHINE: 180°C에서 35초 
CONVEYOR OVEN: 320°C에서 3.5분 
시간과 온도는 사용하는 드라이어의 제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처리
인쇄하기 전에 수동이나 자동으로 전처리한 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히트프레스를 사용하여 의류를 건조하세요.
전처리는 흰색 잉크로 인쇄할 때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
MACOS® 10.14 MOJAVE, MACOS 10.15 CATALINA
WINDOWS 8.1 (64비트), WINDOWS 10 (64비트)

인터페이스
USB2.0, LAN (10 BASE-T, 100 BASE-TX), 
USB FLASH MEMORY (32GB 미만, FAT32 형식)

드라이버 작동 조건
2GHZ CPU (최소 권장 사항)
4GB RAM (최소 권장 사항)

디스플레이 해상도
XGA (1024X768) (최소 권장 사항)

권장 어플리케이션
ADOBE® PHOTOSHOP CS6/CC, ADOBE® ILLUSTRATOR 
CS6/CC, CORELDRAW® 2018/2019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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