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P300BT 라벨 프린터

PT-P300BT는 즉시 인쇄 가능한 서식과 
프레임이 내장된 새로운 P-touch 
Design&Print 앱을 통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작동하는 
라벨 프린터입니다.

•  Design&Print 앱을 통한 Bluetooth 연결

•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  3.5mm, 6mm, 9mm, 12mm 너비 라벨 인쇄

•  뛰어난 내구성의 라미네이트 라벨 인쇄

•  20mm/sec의 고속 인쇄 속도

PT-P300BT

LABELS THAT STICK.



P-touch P300BT로 집안을 스타일리쉬하게 꾸며 보세요.
다양한 라벨과 패턴 디자인이 들어 있는 디자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폴더, 케이블, 와이어 
라벨 부착부터 선물 태그와 스크랩북 페이지 표시에 이르기까지 PT-P300BT의 용도는 지금까지의 프린터 
중 가장 다양합니다.

P-touch Design&Print 앱

언제 어디서든 인쇄: 
스마트폰에서 Design&Print 
앱을 사용해 라벨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 슬롯: 
AAA 배터리^ 6개 “또는 
9V 전원 어댑터(옵션)”를 
사용합니다.  
(참고: “어댑터” 사용 가능).

휴대형 컴팩트 디자인: 
가정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합니다. 겨우 380g의 
무게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한 제품 중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고속 인쇄: 
인쇄 속도 20mm/sec를 

자랑하는 동급 최고의 고속 
라벨 프린터입니다.

*운영 체제: Android(4.2 이상) 및  
Apple iOS(9 이상) ^배터리 미포함

Android* 및 Apple iOS* 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PT-P300BT 
전용앱을 사용해 사용 용도에 맞는 
글꼴, 디자인, 내용 등을 사용자 
지정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모드에서 실제 
텍스트와 배경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테이프로 나만의 독창적인 라벨을 만들어 보세요!
매우 다양한 테이프를 통해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합니다. 스타일리쉬한 리본, 튼튼한 데코용 라미네이트 
라벨을 만들어 집안이나 사무실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미네이팅 TZe 테이프

브라더 라미네이팅 TZe 테이프는 7겹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얇지만 매우 강한 라벨을 제작해 
줍니다. 열 전달 잉크가 2개의 보호층 사이에 들어 
있어 텍스트가 액체, 마모, 온도, 화학물질,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벨이 극한 조건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고품질 전문 라벨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장식 패턴 테이프 

높은 내구성의 독특한 패턴으로 개인의 감각을 살려 
줍니다. 4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 선물을 가장 돋보이게 
해줍니다.

리본 테이프

프리미엄급 품질의 다양하고 예쁜 새틴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에 새겨지는 금색 문자는 열(열 전사) 
기술을 사용해 인쇄됩니다. 따라서 바래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고 의류에도 잘 부착됩니다.



PT-P300BT  

상세 사양

인쇄 속도

인쇄 해상도

커터

전원 공급 

사용 가능 테이프 너비

최소/최대 라벨 길이

인터페이스

구성품

크기

무게

20mm/sec

180DPI

수동 커터

AAA 6개(미포함), 

AD-50000ES 어댑터(별매)

3.5mm, 6mm, 9mm, 12mm

30mm/300mm

블루투스

PT-P300BT 라벨프린터

115mm(W) x 68.58mm(H) x 115mm(D)

0.38kg

튼튼한 P-touch 라벨로 품목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가정, 사무실, 학교, 가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오래 유지되는 튼튼한 TZe 라벨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리본과 장식용 테이프로 
독창적인 라벨을 제작하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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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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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