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ELS THAT STICK.

PT-E550W

• 대형 백라이트 그래픽 디스플레이

• 라벨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고급 커터(하프컷/
풀컷)

• 3.5, 6, 9, 12, 18 및 24mm 라벨과 열수축 튜브 
인쇄

• TZe 테이프 2개, AC 어댑터, 리튬-이온 배터리, 
USB 케이블, 손목 끈, 휴대용 케이스 포함

산업용 PC연결 라벨 프린터

사용하기 쉬운 내장형 라벨 템플릿이나 
PC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Brother 케이블 라벨 앱을 이용해 전기 
또는 데이터 통신 등 산업전용 내구성 
높은 라벨을 제작하십시오.



P-touch 라미네이팅 라벨 – 더 오래가는 라벨
브라더의 P-touch 라미네이팅 TZe 라벨 테이프는 6종류의 특수소재를 겹쳐서 제작되어,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라벨 테이프입니다. 열전사 잉크가 PET(폴리에스터 필름) 재질의 특수 
보호층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라벨의 텍스트가 물, 마모, 온도, 화학물질 및 햇빛 등에 강력히 보호됩니다. 
극한 상항에서 테스트된 검증된 라벨 테이프로 여러분의 고품질 라벨을 더욱 오래 처음처럼 사용하세요!



PT-E550W
전기 기사나 데이터 통신, 통신, 보안 장비 설치 기사들에게는 내구성이 뛰어난 라벨로 케이블, 전선관, 스위치, 
소켓을 명확히 식별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리한 QWERTY 자판과 자동 풀/하프 컷팅 기능 지원으로 산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라벨들을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PT-E550W 만의 광범위하고 세심한 
기능들을 확인해 보세요!  

대형 백라이트 그래픽 LCD
손쉽게 기호를 확인하고 인쇄 전에  
라벨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폭 3.5mm~24mm 라벨 인쇄
3.5mm부터 24mm까지 공간에  
알맞게 다양한 폭의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손쉽게 기호를 확인하고 인쇄 전에  

라벨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병합/인쇄
PC로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현장에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USB 및 Wi-Fi
PC나 모바일 기기로  

무선 인쇄할 수 있습니다.

384종 기호 내장
전기, 데이터통신, AV, 보안, 안전과 
관련한 산업전용 공통 기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링
번호 또는 문자 순서를 포함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산업전용 라벨 템플릿
산업전용 내장형 라벨버튼으로 일반, 명판, 
케이블 플래그/래핑, 패치 패널, 펀치다운 

블록 라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ID 테이프 
곡면, 심한 굴곡면 또는 원통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접착 테이프 
고르지 않은 면, 거친 면, 직물의 표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수축 튜브 
열이 가해지면 수축되어 케이블에 딱 맞게 
달라붙습니다.

상세 사양

라벨 제작

메모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품목

별도 구매

무게 및 크기

소모품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인쇄 속도
테이프의 최대 폭
최대 인쇄 높이
커터 유형
배터리 유형

지원 가능 운영 체제 

케이블 라벨링 마법사
글꼴
글꼴 스타일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
스크린 캡처
프레임 수
바코드

벨류팩(VP) 내 포함

배터리 

AC 어댑터

테이프 종류 및 너비

내장형 전용 라벨 기능 
 

글꼴 

라벨의 최대 라인 수
최대 텍스트 블록 수
기호
프레임
바코드
자동 번호 매김
복사 인쇄
수직 인쇄
회전 인쇄

라벨 당 최대 문자 수
라벨 메모리 위치

16문자 x 3라인 백라이트 그래픽 LCD  
(인쇄 미리보기 지원)
USB 2.0, Wi-Fi, Wireless Direct
30mm/s (최대)
24mm
18mm
자동 (하프 및 풀)
BA-E001 리튬이온 충전지 (기본 제공)
6 x AA 알카라인 배터리/충전지 
(LR6/HR6 – 별도 구매)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Mac OS X 10.6 이상
지원
모든 트루 타입 글꼴 설치
12개
JPG, BMP, TIFF 및 기타 많이 사용되는 유형
지원
153개
21가지 프로토콜 (1D/2D 바코드 포함)

PT-E550W 라벨 프린터
24mm 노란 바탕 검은 글씨 강력 접착 테이프 (8m)
12mm 흰 바탕 검은 글씨 플렉시블 ID 테이프 (8m)
리튬이온 충전지
AC 어댑터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드라이버
CD-ROM
USB 케이블, 손목 끈, 사용 설명서

BA-E001 리튬이온 충전지
AA 알카라인 배터리/충전지 6개 (LR6/HR6)
AD-E001 AC 어댑터

126mm(w) x 250mm(h) x 94mm(d),
1.05kg

TZe 테이프: 3.5, 6, 9, 12, 18, 24mm
HSe 열수축 튜브: 5.8, 8.8, 11.7, 17.7, 23.6mm

일반, 명판, 패치 패널, 펀치 블록, 케이블 랩, 
케이블 플래그, 열수축 튜브, 시리얼 넘버링 
(번호 자동 증가)
14가지 글꼴, 10가지 스타일,  
6부터 48까지의 글꼴 크기(영문 기준)
7줄 (24mm 너비의 테이프 카세트일 경우)
99개
384가지
7개
9가지 프로토콜
1-99
1-99
지원
1바퀴 회전, 회전 및 반복

1500개
99곳

PT-E550W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폭 넓은 스탠다드 TZe 테이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 라벨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산업용 
특수 테이프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라벨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이 모델에서는 일부 측면을 재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act:

facebook.com/Brotherkorea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www.broth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