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dpi x 1,200dpi(HQ 및 표준), 1,200dpi x 900dpi(고속), 1,200dpi x 600dpi(드래프트)

www.brother-korea.com



대량생산에 최적화

높은 품질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고품질의 결과물과 빠른 생산 속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GTX60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신 GTX600은 대량 생산 공정 의 고유한 워크플로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고품질 

인쇄 및 빠른 속도 그리고 작업자의 편의사항을 갖추고 있어 까다로운 Brand의 요구 

사항 및 대량 생산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잉크 순환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화이트 헤드의 

잉크를 자동 순환시켜 최상의 컨디션 유지

벌크 잉크 시스템

대량 잉크 시스템으로 대량 출력 대응

스틸 프레임과 플래튼 스크류 드라이브  

빠른 속도와 뛰어난 내구성

습도 조절 장치 내장 

헤드의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자동 습도 유지

산업용 대량 생산을 위한 기능  

데이터 전송 및 자동으로 장비 관리 

중에도 멈추지 않는 출력기능
4개의 산업용 프린트 헤드 내장

장시간 연속 인쇄가 가능하며  

빠른 생산 가능

점유 공간 확장 가능

생산라인 변경 및 제품 확장 시  

유연하게 대응 가능



420-460매
유색 원단

1 Brother GTX600 

1 Pretreatmachine

2 Heatpress

840-920매
유색 원단

2 Brother GTX600 

1 Tunneldryer

1 Pretreatmaker LINE

1,680매 이상
유색 원단

4+ Brother GTX600 

1 Tunneldryer

1 Pretreatmaker LINE

1,260-1,380매
유색 원단

3 Brother GTX600 

1 Tunneldryer

1 Pretreatmaker LINE

GTX600의  
뛰어난 생산 속도

명시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된 장비는 권장 사항일 뿐입니다. 

유지관리 주기가 개선되었고 GTXpro보다 두 배 생산이 가능 
www.brother-korea.com

실제 현장에서 8시간 동안 생산한 기준



Brother가 제조하는 벌크 잉크와 소모품  

뛰어난 품질과 최상의 견뢰도 제공

성능과 작업자를 위한 
설계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기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말고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용하기가 편해야 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워크플로우를 보장하여  

최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GTX600에 유용한 기능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플래튼 자동 높이 선택 기능 

여러 두께의 상품을 손쉽게 설정 가능

사용자를 생각한 설계 

사용하기가 더 편해져 경험이 적은 사용자에게도 적합

교체식 플래튼 

최대 24" x 24"(61cm x 61cm)까지 다양한 플래튼 지원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Brother는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rother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잉크 폐기물 절감 

습식 캐핑 및 내부 프린트 헤드 순환 기술 사용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품 수 절감 

유지관리 부품의 교환 횟수 절감

수성 이노벨라 텍스타일 잉크 

GOTS 6 및 CPSIA 승인, Oekotex 패스포트 인증

미스트 필터 내장 

사용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

포장 폐기물 절감 

9L(CMYK) 또는 18L(CMYKW) 잉크병에 담아 제공



사양

인쇄 방법

기기 크기

기기 중량

플래튼 크기

제공되는 플래튼 크기

잉크 유형

잉크 헤드 유형

잉크 헤드 수

인쇄 해상도

인쇄 모드

환경

데이터 출력

전원

전력 소모

잉크 큐어(Ink Cure)

전처리

OS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작동 상태

디스플레이 해상도

권장 애플리케이션

직접 인쇄 방식

186cm x 192cm x 146cm(플래튼 장착 시)
186cm x 206cm x 146cm(플래튼 미장착 시)

약 730kg(플래튼 포함)

최대 인쇄 크기는 24" x 24"(61.0cm x 61.0cm)

14" x 16"(35.6cm x 40.6cm)

수성 피그먼트 잉크

팬이 들어 있는 온디맨드 피에조 헤드

프린트 헤드 4개 / 잉크 채널 16개

1,200dpi x 1,200dpi(HQ 및 표준), 1,200dpi x 900dpi(고속), 1,200dpi x 600dpi(드래프트)

CMYK: Single, Double 모드 선택 가능. WHITE: Underbase & Highlight

대기 조건: 10-35°C, 20-85%  
작동 조건:18-30°C, 35-85% 

프린터 드라이버(USB, 파일 출력, LAN)

AC 200V-240V(±10%), 50/60Hz(± 1Hz)

5A(평균)(기준: 인쇄 시 2A)

열 프레스 기기를 180°C(356°F)에서 35초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컨베이어 오븐을 160°C(320°F)에서 3분 30초 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온도는 사용되는 드라이어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쇄 전에 수동 또는 자동 장치를 사용해 전처리제를 도포한 후 열 프레스를 사용해 
의상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제조사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화이트 잉크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macOS 10.15 Catalina, macOS 11.0 BigSur
Windows 10(64비트)

LAN, USB Function, USB Host

2GHz CPU(최소 권장 사항)
8GB RAM(최소 권장 사항)

SXGA(1280×1024)(최소 권장 사항)

Adobe® Photoshop CC
Adobe® Illustrator CC
CorelDRAW® 2020/2021(Windows)

플래튼 이송 시스템 레일 방식으로 자동 높이조절 기능 및 최상의 인쇄를 위한 플래튼 간격 [고/저] 센서 탑재

산업용 유지관리 시스템 자동 습식 흡입 캡 4개
습식 와이퍼 블레이드 시스템 4개

프린터 컨디션 유지 시스템 온도 습도계 및 가습기 탑재, 화이트 잉크 자동 순환 시스템 탑재

옵션 부속품 컬러 상태 표시등 3개

보증 기계 장치: 1년 또는 인쇄 100,000매(먼저 도래하는 시점).
프린트 헤드: 1년 또는 인쇄 30,000매(먼저 도래하는 시점).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T. 1670-4368 (B2B 센터)
www.brother-korea.com

브라더  GTX 총판
(주) 현우인터내셔널
경기도 파주시 탑삭골 2길 10(상지석동)
T. 031-934-0937
F. 031-934-0938
www.ngc1365.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