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테이프 카세트 및 건전지 제외.
※2. 컴퓨터와 연결할 때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Bluetooth® 연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최신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는 브라더 솔루션 센터(http://supprot.broth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본체, 사용설명서, 보증서, 기타 인쇄물 제외.
* 최신 동작 환경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제품 사양

일상을 아름답게 비즈니스도 세련되게
블루투스 라벨프린터 P-TOUCH BT 시리즈

스마트폰에 "P-touch Design & Print"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 언제 어디서나 라벨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의 색이나 

소재, 다양한 폰트와 조합하여 자신만의 라벨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P-touch

Design & Print

QR 코드 전용 

어플 다운로드

AC 어댑터(AD-24K) (옵션)
AAA 알카라인 전지 6개(별도구매)

또는 AAA 니켈수소 충전지 6개(별도구매)

● 테스트용 라벨 테이프 1개
(폭 12mm 라미네이트, 흰색 바탕/검정 글자 4m 롤)

● 테스트용 라벨 테이프 1개
(폭 24mm 라미네이트, 흰색 바탕/검정 글자 4m 롤)

● USB 케이블(0.5m) ● Li-ion 충전용 배터리(PA-BT-005)

Bluetooth Ver2.1 + EDR Class2

Android 4.4 이상, iOS 10 이상

Li-ion 충전용 배터리(PA-BT-005)

Bluetooth※2 Ver2.1 + EDR Class2
USB Ver2.0 Full Speed

Android 4.4 이상, iOS 10 이상
Microsoft® Windows®7/Windows®8/Windows®8.1/Windows®10

OS X 10.11.x、macOS 10.12.x、macOS 10.13.x

전원

인터페이스

동봉품※4

지원 OS※3

제품명

인쇄 방식

인쇄 해상도

인쇄 속도

최대 인쇄 높이

사용 가능 소모품

탑재 커터 종류

제품 크기

제품 무게※1

소비 전력

동작 온도 및 습도

PT-P300BT

180dpi×180dpi

9mm (폭 12mm 테이프 사용 시)

TZe 규격 라벨 테이프(3.5, 6, 9, 12mm)

수동

약 115mm(W)×61mm(D)×115mm(H)

약 380g

약 10W

열전사 방식

최대 20mm/초

10℃~35℃/20％~80％(결로 없음)

PT-P710BT

180dpi×180dpi('표준' 인쇄)/ 180dpi×360dpi('고해상도' 인쇄)

18mm (폭 24mm 테이프 사용 시)

TZe 규격 라벨 테이프(3.5, 6, 9, 12, 18, 24mm)

자동

약 128mm(W)×67mm(D)×128mm(H)

약 580g(Li-ion 충전지 포함 약 640g)

약 20W

※ 부속품인 USB 케이블은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모바일 
단말기 충전 시 사용하는 USB-AC 어댑터에 연결하여 
충전하십시오 (USB-AC 어댑터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PT-P300BT/ PT-P300BTLB/ PT-P710BT (Black / White)



라벨 프린터의 새로운 기준
라벨 셋팅은 스마트폰으로, 출력은 P-TOUCH 블루투스 라벨 프린터로!

완벽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 반면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스마트폰 전용 라벨 프린터

지원 모델
3.5-12mm

넓어지는 라벨의 세계
폭이 넓은 24mm 라벨 테이프를 지원하여 표현의 폭의 넓어졌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플도 늘어나서

훨씬 더 자유로운 디자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원 모델
3.5-24mm

 스마트폰에서 Bluetooth를 통한 Design&Print 사용 가능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에 럭셔리한 느낌의 다양해진 테이프

 3.5, 6, 9, 12mm 너비 라벨 인쇄

 뛰어난 내구성의 라미네이트 라벨 인쇄

 20mm/sec의 고속 인쇄 속도

+ 다양해진 템플릿
: P-touch Editor - PC (USB 케이블) / iPrint&Label - 스마트폰 (Bluetooth)

+ 비즈니스 오너에게 적합한 Share label
: QR코드 생성으로 풍부한 정보 공유

+ 더욱 폭이 넓어진 라벨테이프 (3.5, 6, 9, 12, 18, 24mm)

+ 자동 커터 장작으로 편리하게 사용

+ 동봉된 Li-ion 충전용 배터리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

P - T O U C H

PT-P300BT
P - T O U C H

PT-P300BTLB
P - T O U C H

PT-P710BT(Black)
P - T O U C H

PT-P710B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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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 (삼성동, 백영빌딩 4층)

대표전화: 1577-3340 팩스: 02-572-4368
브라더 공식 홈페이지: www.brother-korea.com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모든 사양은 본 자료를 인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
다.  브랜드 제품명은 해당 기업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2020.03

Contact:

PT-P710BT (Black / Wh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