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D450

LABELS THAT STICK.

• 백라이트 장착 대형 고해상도 그래픽 디스플레이

• PC 스타일 QWERTY 와이드 키보드

• 높은 인쇄 높이

•  내장형 편집 가능 라벨 디자인으로 다양한 라벨 제작 
및 인쇄 가능

• 3.5, 6, 9, 12, 18mm 너비 라벨 인쇄

다기능 PC-연결 데스크탑용  
라벨 프린터
PC 연결 기능과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갖춘  
데스크탑 라벨 프린터



상세 사양

라벨 이미지는 설명을 위해 제시된 것이며, 이 모델에서는 일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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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D450

PC나 Mac에서 라벨 인쇄 바코드 인쇄 기능 기본 지원 인쇄 미리보기를 지원하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6개 글꼴, 99개 프레임, 
1,343개의 기호

Contact:

PT-D450은 사용법이 간단한 통합 라벨 인쇄 기능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라벨을 제작하고 PC나 Mac에서 직접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된 라벨 디자인 기능을 비롯해 읽기 편한 대형 백라이트 디스플레이와 PC 형식의 QWERTY 와이드 
키보드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다양한 컬러와 크기의 라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P-touch 라벨을 제작할 수 있는 이 고사양 라벨프린터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품목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직원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업무 파트너입니다.

일반

하드웨어 형식  단독사용 / PC-연결

키보드   QWERTY 키보드(한글지원)

디스플레이 형식  LCD(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  10자(한글)x 3행 LCD

지원 언어   한글/영어/한자

케이블 라벨 인쇄 기능 3가지(케이블 래핑, 케이블 플래그, 명판)

라벨 콜렉션  65가지

라벨 제작

인쇄 엔진   감열 방식

인쇄 속도   20mm/초

인쇄 해상도  180dpi

최대 인쇄 높이  15.8mm

최대 인쇄 길이  300mm

테이프 커터  수동

테이프 길이 설정  자동 / 30mm-300mm

테이프 컬러 감지  지원

글꼴   영어 – 2종 (Helsinki , Tennessee) 
   한글 – 3종(고딕, 명조, 굴림) 
   한자 – 1종 (고딕) 또는 PC 선택

글꼴 크기   6가지(자동/ 6/ 10/ 13/ 19/ 26/ 38pt) 
   또는 PC 선택

글꼴 유형   5가지(일반, 굵게, 윤곽, 음영, 단색, 기울임)  
   또는 PC 선택

글꼴 너비   5가지(x2, x3/2, 일반, x 2/3, x1/2)

프레임 및 배경  99 프레임

기호   1,343가지 기호

메모리   텍스트 버퍼 280자 / 라벨 버퍼 2,800자

바코드   9 (CODE39, CODE128, EAN-8, EAN13,  
   GS1-128, UPC-A,UPC-E, I-2/5, CODABAR) 

자동 번호 매김 / 형식 지원(~9)

밑줄   지원

여러 줄 인쇄  지원(최대 5줄)

반복 인쇄   지원(1-9)

미러 인쇄   지원

수직 인쇄   지원(스타일 설정에서)

인쇄 미리보기  지원 (리얼 프리뷰)

소프트웨어

기본 소프트웨어  Windows: P-touch Editor 5.0, 
   Printer Driver Mac: P-touch Editor 5.0, 
   Printer Driver

연결

인터페이스  USB

운영 체제   Windows 7® / 8® (32&64비트), 
   Vista® (32&64비트) 
   Mac OS X 10.6 이상

소모품

테이프 종류  TZe 테이프

테이프 너비  3.5, 6, 9, 12, 18mm

무게 및 크기

크기   188x72x177 (WxHxD) mm 

무게   740g (테이프 및 배터리 제외)

옵션

전원 옵션(별도 구매)  6 x AA 배터리

전원 공급

배터리(별도 구매)  6 x AA(LR06 / Ni-MH HR06 x 6개)

AC 어댑터  (AD-E001) (박스 포함)

자동 전원 꺼짐  5분- 배터리, 60분- USB 
   8시간- AC 어댑터

기타

에너지 스타 호환  호환

박스 구성품  PT-D450 라벨프린터, 사용 설명서, 
   USB 케이블, AC 어댑터(AD-E001) 
   TZe 테이프(18mm 흰바탕 검은글씨 
   표준라미네이트 스타터테이프 4m)

www.brother-korea.com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