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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uch CUBE Pro USB 충전 및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소형 다기능 라벨프린터

P-touch CUBE Pro는 PC나 Mac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무료 데스크톱 PC 및 모바일용 앱을 이용해 최대 너비 36mm

까지의 라벨테이프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라벨테이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원하는 색상, 

크기, 마감으로 짧은 시간 내에 완전 맞춤형 라벨 또는 리본을 

만들어 전문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특장점:

• 너비 3.5mm부터 36mm까지의 내구성 강한 라벨을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인쇄

•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 선물에 부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새틴 리본 제작

• 내장형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또는 Mac에서 무료 

데스크톱, iOS/Android 앱을 이용해 무선 인쇄 수행

• 컴퓨터에서 USB 케이블을 이용해 인쇄와 충전을 동시에 진행

• 고급 커터를 이용해 긴 조각에 다수의 라벨을 순서대로 그리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인쇄 가능

P-touch CUBE Pro의 장점은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벨을 만들 때 데스크톱 컴퓨터를 선호하는 경우, PC나 Mac
용 P-touch Editor를 사용하면 텍스트, 이미지, 프레임, 바코드 등 
보다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를 
Microsoft Excel*에 링크시켜 다수의 라벨을 병합해 한 번에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 접속한 후, P-touch Design&Print 2 앱에서 
사전 디자인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라벨을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싶다면 Brother iPrint&Label 
앱을 이용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추가하고 글꼴을 변경하여 
원하는 크기의 라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직원들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스캔하여 웹사이트나 기타 
중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바코드 및 QR 코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서  
라벨을 디자인하여  
인쇄

(PT-P910BT)

* Window 버전 P-touch Editor에서만 지원



라벨 프린터는 얼마나 좋은 
품질의 테이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출력물이 달라집니다.

Brother P-touch CUBE Pro는 TZe 테이프 카세트를 사용하므로 

식별이 용이한 다양한 용도의 테이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매장, 교육, 의료, 숙박, 물류, 전문 교류 등  수백 가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장 문 및 간판용 투명색을 포함해 각종 잉크와 배경색의 
조합으로 제작하는 표준 라벨

• 실내외를 가리지 않는 내구성 강한 초강력 접착 라벨
• 직원 명찰이나 호텔 간판용으로 이상적인 골드 및 실버 글리터 
배경의 프리미엄 라벨

• 표면 무반사로 고급 마감 효과를 제공하는 무광 테이프
• 은색 레이스, 금색 기하학적 무늬, 빨간색/흰색 체크무늬 등 
배경에 패턴이 들어간 라벨

사용 가능한 테이프:

• 좀 더 은은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 라벨
• 선반 및 간판용 금속성 실버 라벨
• 한 번 제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자산 표식에 이상적인 개봉 방지 
보안 라벨

• 중요한 알림을 위한 눈에 매우 잘 띄는 형광 라벨
• 케이블 식별을 위한 유연한 ID 라벨
• 직원 유니폼이나 어린이용 의류 식별용 아이언-온(Iron-on) 세탁 가능 
라벨

P-touch CUBE Plus는 라벨뿐만 아니라 특별한 선물 등을 위한 고급스러운 새틴 리본도 인쇄합니다.
Brother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프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일반

인쇄

케이스 
색상

지원되는 TZe 
테이프 사이즈

흰색

3.5, 6, 9, 12,  
18, 24, 36mm

모델: PT-P910BT 
(흰색)

Windows 7.1 SP1, 
8.1, 10 이상

138 x 94 x  
138mm / 1.06kg

PC나 Mac에서 
로고, 기호, 바코드, 
프레임, 텍스트 등 
전문적 느낌의 라벨을 
디자인하고 인쇄

라벨과 리본은 다양한 
색상, 크기, 재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Brother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십시오.

macOS 10.13, 
10.14,

10.15 이상

213 x 128 x  
242mm / 1.64kg

스마트폰에서 사전 
디자인된 다양한 라벨 
중 원하는 것을 골라 
편집한 후 인쇄! 또는 
처음부터 간단한 라벨을 

새로 제작

iOS 12 이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로고, 기호, 
바코드, 프레임, 다수의 
텍스트 박스 등 완전 
맞춤형 라벨 제작

Android 5.0 이상

20mm/s

36mm TZe Black on 
White (4 m)

옵션형 PA-BT-003 
(라벨 프린터에 

배터리가 장착된 채로 
공급)

선명한 텍스트와 
그래픽을 위한 

360dpi 고해상도 
프린트헤드

PA-BT-003 
리튬이온
배터리 (라벨 

프린터에 사전 장착)

최대 32mm 글자 인쇄 
(36mm 너비 테이프 

카세트)

USB Type A ~ USB-C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풀/
하프 라벨 커터

퀵 가이드  
제품 보증서

제품 안전 가이드

1m

열 전사 PC/Mac에서 인쇄 및 
배터리 충전용 USB 

PC/Ma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인쇄

충전용 리튬이온. 완충 
상태에서 테이프 카세트 
약 5개 인쇄 가능

기술

인쇄 속도

로컬 
인터페이스

인쇄 
해상도

충전용 
배터리

블루투스

최고 
인쇄 높이

USB
케이블

배터리

커터 
종류

설명서 

최대 
라벨 길이

운영 체제

앱 및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무게 및
크기

포함 항목

소모품 및
액세서리

Windows

P-touch 
Editor

상자 제외
(WxDxH) / KG

라벨 
프린터

Brother TZe 
테이프 카세트

Macintosh

P-touch 
Design&Print 2 앱

상자 포함
(WxDxH) / KG

테이프 
카세트

리튬이온 배터리

iOS

iPrint&Label
앱

Android

최종 업데이트된 지원 운영 
체제 정보는  support.
brother.com 참조 요망

support.brother.com 또는 
해당 모바일 기기 앱스토어 
방문

사양

모든 사양/정보는 본 문서의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따라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각 기업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더 나은 지구환경을 위해 당신과 함께합니다.

www.brother-korea.com

Brother의 녹색 전략은 단순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긍정적 
차이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rother Earth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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