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정-빨강	투컬러	인쇄로	중요	정보	강조

•	 다양한	연결	옵션	제공

•	 PC,	Mac,	iOS	및	Android와	호환	가능	

•	 1분에	최대	110매	라벨	고속	인쇄

•	 연속용지	기준	최대	1m	길이	라벨	인쇄	가능

•	 PC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인쇄	기능으로	식품	및	소매	분야에	적합

www.brother-korea.com

전문가용 라벨 프린터 제품군

QL-800	/	QL-820NWB



QL-800	시리즈	전문가용	라벨	프린터는	다양한	

고급기능들을	탑재하여	사무실뿐만	아니라	소매,	

식품,	우편,	시설	관리	및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Mac,	iOS**	또는	Android	기기를	통해	검정-

빨강*	투컬러	인쇄로	최대	1m	길이의	라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무선	연결	옵션이	제공되며,	

QL-820NWB에	내장된	LCD/조작	패널을	사용하거나	

프린터에	연결된	외부	기기를	사용하여	프린터의	

메모리에	저장된	라벨을	직접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라벨	인쇄	기능을	솔루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발자	

및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는	Windows,	iOS	및	Android

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이용하여	개발	프로그램에	

QL-800	시리즈	라벨	프린터를	보다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쇄 속도(1분당 인쇄 가능 라벨 수)

검정-빨강* 투컬러 라벨 인쇄

PC/Mac용 고급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P-touch Editor)

별도의 소프트웨어 또는 드라이버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PC/
Mac용 내장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P-touch Editor Lite)

USB

•

93

QL-800

Wi-Fi 및 AirPrint

유선 이더넷

iOS/Android 기기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110

QL-820NWB

프린터 메모리에 저장된 라벨 단독 인쇄

리튬 이온 배터리(옵션)

특징 요약

*	검정-빨강	투컬러	인쇄전용	소모품	DK-22251	필요	
***	QL-800은	Microsoft	Windows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만	지원

솔루션 개발을 위한 Microsoft Windows***, iOS 및 Android 
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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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없이 검정-빨강* 투컬러 텍스트 인쇄

한	라벨에	검정-빨강	두	가지	텍스트로	라벨을	인쇄하여	중요한	정보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라벨은	유통기한,	알레르기	항원	및	다른	중요	정보를	강조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양한 라벨 인쇄 옵션
동급	제품	중	가장	빠른	인쇄	속도	및	가장	많은	연결	옵션을	자랑하는	QL-800	시리즈	라벨	프린터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광범위한 연결 옵션

모든	모델은	USB를	통해	데스크탑	컴퓨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QL-820NWB는	 
유/무선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를	통한	연결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크기의 맞춤 라벨 제작

다양한	일반	다이컷	라벨(일정	크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용지라벨을	사용하면	내장	커터를	
통해	라벨을	원하는	길이로	정확히	잘라	제작할	수	있습니다(최대	1m).	

데스크탑 및 모바일 기기에서 인쇄 및 단독 인쇄 가능

모든	모델은	PC/Mac과	호환	가능하며,	QL-820NWB는	내장된	무선	연결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LCD	디스플레이	및	조작	패널을	사용하여	PC	
없이	메모리에	저장된	라벨을	선택한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검정-빨강	투컬러	인쇄전용	소모품	DK-22251	필요	



소프트웨어 솔루션
데스크탑	PC	및	모바일	기기용	라벨	디자인	앱,	그리고	QL	제품군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기	위한	SDK가	제공되므로	라벨	인쇄	
필요	사항에	맞는	최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touch Editor Lite* / P-touch Editor Lite LAN*

QL-800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라벨을	인쇄할	
수	있는	사용이	쉬운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라벨프린터를	USB	포트로	PC/Mac에	연결하면	
표시되는	드라이브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벨	디자인에	
이미지,	프레임	및	자신이	원하는	글꼴을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버전의	모델도	제공되므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만	하면	사무실	
내의	여러	PC에서	한	대의	프린터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추가 기능을 이용한 P-touch Editor

이미지와	로고,	바코드	및	프레임을	포함한	전문가급	라벨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Excel	또는	.csv	파일	데이터에	연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다량의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Word,	Excel	또는	
Outlook에서	바로	선택하고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iOS 및 Android 스마트폰/태블릿용 Brother iPrint & Label 앱

무료로	제공되는	iPrint&Label	앱을	사용하여	QL-820NWB에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Wi-Fi	또는	블루투스(QL-820NWB에만	해당)를	통해	연결하여	미리	
디자인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라벨을	처음부터	신속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앱은	모바일	기기의	앱	스토어에서	“Brother	iPrint&Label”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OS 및 Android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Brother	SDK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신의	앱	및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라벨을	인쇄하는	기능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검정	인쇄	기능만	사용	가능합니다.	검정-빨강	투컬러	인쇄	시	P-touch	Editor를	사용하십시오.	



고급 기능
단독	인쇄	기능	및	원격	FTP	템플릿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된	QL-820NWB를	사용하면	조작	패널에서	직접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연결	옵션을	통해	더욱	다양한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모든	유형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라벨 인쇄

QL-820NWB에는	P-touch	Editor를	통해	디자인한	라벨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벨	템플릿을	프린터	메모리에	업로드한	
후	프린터에	내장된	조작	패널	및	백라이트	그래픽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및	소매	업계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날짜/시간을	
라벨에	인쇄하는	데	적합합니다.

FTP를 통한 원격 템플릿 업데이트

QL-820NWB를	여러	곳에	배치한	경우,	모든	프린터에	저장된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려면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QL-820NWB	프린터는	
FTP를	통해	원격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한	후	새로운	템플릿을	발견하면	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모든	
원격	지점에서	중단	없이	연속적인	작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인터넷을	통해	프린터에서	직접	수행되므로	PC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AirPrint*, 블루투스 및 MFi(Made for iPod/iPhone/iPad) 호환성

QL-820NWB는	iOS	기기	및	Mac에서	호환	가능한	앱을	통해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인	
Apple	AirPrint*를	지원합니다.	또한,	블루투스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므로	iOS	및	
Android	기기를	프린터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본	AirPrint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iOS	및	Mac	OS는	검은색	인쇄만	지원하지만,	Brother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사용해	개발한	앱에서	AirPrint	기능을	
사용하면	iOS	기기에서	빨간색	인쇄가	가능합니다.



라벨은	사무실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편지봉투	및	소포용	주소	라벨	이외에도,	파일이나	

보관함의	내용물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반에	

라벨을	부착하면	물건	사용	후	제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정/빨강*	투컬러	인쇄	기능을	이용하면	

방문자	배지에	표시되는	유효기간과	같은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필름용지는	실내용	

안내표시라벨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시설	관리자는	

연속필름용지를	사용해	용도에	따른	맞춤형	라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방문자 배지 우편 라벨 문서 파일 실내 안내표시

*	DK-22251	Only



분주한	창고	및	우편물	담당	부서에서는	모든	물류	

작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포,	

편지	봉투	및	제품	상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상품	취급	라벨에	빨간색*	인쇄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중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바코드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류 및 창고

상품 취급 라벨 임시 표지 배송 라벨 제품 포장

*	DK-22251	Only



알레르기	항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EAN-8/EAN-13	바코드가	포함된	제품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	라벨	인쇄는	

식품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독	라벨	인쇄	

기능이	탑재된	QL-820NWB는	카운터에	배치하여	필요	

상황에	적합한	맞춤	라벨을	인쇄하는데	적합합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는	배달해야	하는	곳의	주소	및	

주문상세내역	등의	필요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품	가격	및	특별	행사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도소매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코드가	

포함된	제품	부착용	가격	라벨을	보다	빠르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인쇄를	통해	특별	행사를	강조하거나,	

눈길을	끄는	실내	표시를	제작하여	프로모션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

가격/바코드 라벨 프로모션 안내

테이크아웃 주문서 선반 부착용 라벨

*	DK-22251	Only



QL 시리즈 전용 소모품 DK 롤
종이	및	플라스틱	필름	재질로	제공되는	일정	크기의	라벨	또는	연속용지	등	광범위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38	x	90	mm		

29	x	62	mm  

62	x	100	mm		

17	x	87	mm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종이 17	x	54	mm 흰색

종이 23	x	23	mm		흰색

필름 58	mm		흰색

종이 12	mm	흰색

종이 24	mm흰색

DK 다이컷 라벨 재질 크기 모델명용지 색상

표준	주소	라벨(400매/롤)

대형	주소	라벨(400매/롤)

소형	주소	라벨(800매/롤)

배송	라벨(300매/롤)

파일	폴더	라벨(300매/롤)

다용도	라벨(400매/롤)

정사각형	라벨(1,000매/롤)

CD/DVD	라벨(100매/롤)

원형	라벨(1,200매/롤)

원형	라벨(1,000매/롤)

DK-11201

DK-11208

DK-11209

DK-11202

DK-11203

DK-11204

DK-11221

DK-11207

DK-11219

DK-11218

29	x	90	mm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비접착식

종이

종이,	탈착식

29	mm		

38	mm  

50	mm		

54	mm		

62	mm		

62	mm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종이,	탈착식 62	mm

DK 연속 롤 - 30.48m 크기 모델명용지 색상

연속

연속

연속

연속

연속

연속

연속

연속

DK-22214

DK-22210

DK-22225

DK-22223

DK-N55224

DK-22205

DK-44205

DK-44605

12	mm

재질

노란색

필름

필름

필름

필름

62	mm		

62	mm  

62	mm		

흰색

흰색

노란색

투명

크기 모델명용지 색상

연속

연속

연속

연속

DK-22211

DK-22212

DK-22606

DK-22113

재질DK 연속 롤 - 15.24m

29	mm

추가 옵션 
충전식 배터리 유닛(PA-BU-001)

이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	유닛은	QL-820NWB의	하단에	장착되며,	이를	통해	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롤리	또는	카트에서	

사용하거나	전시회	입장	배지를	인쇄하는	데	적합합니다.	2시간	30분	미만의	고속	충전을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4,300매(단색)	또는	1,400매(컬러)의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완충	시	USB를	통해	연속으로	인쇄하는	경우

종이 62	mm		흰색연속	–	검정/빨강	인쇄 DK-22251



사양

QL-800 QL-820NWB
인쇄

인쇄 기술 직접	감열식	2색	인쇄	기능

인쇄 해상도 300x300dpi(표준)	/	300x600dpi(고해상도	모드)

인쇄 속도(단색) 1초에	최대	148mm(1분에	라벨	93매) 1초에	최대	176mm(1분에	라벨	110매)

인쇄 속도(2색) 1초에	최대	24mm(1분에	라벨	15매에	해당)

라벨 폭 12mm~62mm

최대 인쇄 폭 58mm

최대 인쇄 길이 1m

커터 자동(풀	컷/길로틴	유형)

소모품 DK	롤(DK	다이컷	라벨/DK	연속	테이프)

LCD

유형 - 320x120	도트	백라이트	그래픽	LCD

연결

USB USB	버전	2.0	풀스피드

USB 호스트 기능 - 지원(HID	등급)

Bluetooth - Bluetooth	2.1+EDR

Bluetooth 프로파일 -

SPP(Serial	Port	Profile)
OPP(Object	Push	Profile)
BIP(Basic	Imaging	Profile)

HCRP(Hard	Copy	Cable	Replacement	Profile)
iAP	프로파일

iOS 및 Android 호환성 - 지원(Wi-Fi/유선	LAN/Bluetooth)

무선 LAN - IEEE802.11b/g/n

무선 LAN 보안(인프라 모드) -
WEP,	WPA-PSK/WPA2-PSK(TKIP/AES),	LEAP(CKIP),	

EAP-FAST(TKIP/AES),	PEAP(TKIP/AES),	
EAP-TTLS(TKIP/AES),	EAP-TLS(TKIP/AES)

AirPrint - 지원

유선 LAN - 10/100	Base-TX

메모리

플래시(라벨 템플릿용) - 6MB

위치(라벨 템플릿용) - 255개

전원

전원 220V~240V	AC	내부	전원	공급	장치 100V~240V	AC	외부	어댑터(자동	전환)

배터리(옵션) -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	유닛	및	베이스

배터리 이용 시 인쇄 가능 매수 - 라벨	4,300매(단색)	/	라벨	1,400매(2색)

배터리 충전 시간 - 2시간	30분	미만

무게/크기

크기 125(w)	x	213(h)	x	142(d)	mm 125(w)	x	234(h)	x	145(d)	mm

무게 1.15kg 1.16kg



사양

OS	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upport.brother.com을	참조하십시오.	

QL-800 QL-820NWB
박스 구성품

상자에 포함된 구성품

프린터
DK-11201	샘플	(100매)	

DK-22251	(5m)	
USB	케이블

AC	전원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프린터
DK-11201	샘플	(100매)	

DK-22251	(5m)	
USB	케이블	

AC	어댑터	및	전원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소프트웨어/펌웨어

운영 체제 지원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및 지원은  
http://support.brother.com 참조)

Microsoft®	Windows	Vista®/	Windows®	7	/	
Windows®	8		Windows®	8.1	/	Windows®	10	

Mac	OS	X	v	10.10	/	10.11	/	10.12	Android	4.1	이상

Microsoft®	Windows	Vista®/	Windows®	7	/	
Windows®	8	Windows®	8.1	/	Windows®	10	
Windows	Server®	2008	/	2008	R2	/	Windows®	

Server	2012	/	2012	R2	
Mac	OS	X	v	10.10	/	10.11	/	10.12	

Android	4.1	이상(SDK)
iOS	6,	7,	8,	9,	10	또는	그	이상(SDK에만	해당)	
iOS	8,	9,	10	또는	그	이상(iPrint	&	Label)

SDK 사용 가능 여부 
(http://www.brother.eu/developer 참조)

b-PAC(Windows용)
b-PAC(Windows용)	

Android™용	Brother	Print	SDK
iPhone/iPad용(iOS용)	Brother	Print	SDK

지원가능 인쇄 명령 래스터

ZPLII	에뮬레이션(요청	시	제공)
ESC/P	

P-touch	템플릿
래스터

지원 바코드 (P-touch Editor 사용)

CODE39,	CODE128,	UCC/EAN128(GS1-128),	ITF(I-2/5),	CODABAR(NW-7),	UPC-A,	UPC-E,	EAN13,	EAN8,	
ISBN-2(EAN13	AddOn2),	ISBN-5(EAN13	AddOn5),	레이저	바코드,	POSTNET,	RSS(RSS14	Standard,	 

RSS14	Truncated,	RSS14	Stacked,	RSS14	Stacked	Omni,	RSS	Limited,	RSS	Expanded,	RSS	Expanded	Stacked),	
PDF417(Standard,	Truncate,	Micro),	QR	코드(Model1,	Model2,	Micro),	데이터	매트릭스(ECC	Square,	 

ECC	Rectangular),	MaxiCode(Model2,	Model3,	Model4,	Model5)
RSS	기호	/	CODE93	/	POSTNET	/	UPC/EAN	EXTENSION	/	MSI	/	QR	코드(Model1,	Model2,	Micro	QR)	/	

PDF417(Standard,	Truncate,	MicroPDF417)	/	데이터	매트릭스(ECC200	Square,	ECC200	Rectangular)	/	MaxiCode	
/	Aztec

지원 바코드 (내장 프린터 펌웨어) -

CODE39,	CODE128,	UCC/EAN-128(GS1-128),	
ITF(I-2/5),	CODABAR(NW-7),	UPC-A,	UPC-E,	

EAN13(JAN13),	EAN8,	GS1	DataBar(RSS)(GS1	DataBar	
Omnidirectional,	GS1	DataBar	Truncated,	GS1	DataBar	
Stacked,	GS1	DataBar	Stacked	Omnidirectional,	GS1	
DataBar	Limited,	GS1	DataBar	Expanded,	GS1	DataBar	
Expanded	Stacked),	PDF417	(Standard,	Truncate,	
Micro),	QR	코드(Model	1,	Model	2,	Micro),	데이터	
매트릭스(ECC200	Square,	ECC200	Rectangular),	
MaxiCode,	CODE93,	POSTNET,	UPC-E	EXTENTION

내장 글꼴 -

비트맵	글꼴:	Letter	Gothic	Bold,	Helsinki,	Brussels,	
San	Diego,	Brougham	

글꼴	크기:	24,	32,	49	도트
외곽선	글꼴:	Letter	Gothic	Bold,	Helsinki,	Brussels	
글꼴	크기:	33~400	도트(22개의	크기	중	선택	가능)

시스템 요구 사항 PC / Mac

운영 체제
Windows	Vista®	/	Windows®	7	-	8	-	8.1	-	10	
Mac	OS	X	v10.9.x	-	10.10.x	-	10.11.x	-	10.12.x	

Windows	Server®	2008	/	2008	R2	/	Windows®	Server	2012	/	2012	R2

인터페이스

Windows®:	USB	포트(USB	사양	1.1,	2.0,	또는	3.0	프로토콜)
IEEE802.11b/g/n	무선	LAN	-	10/100	BASE-TX	유선	LAN	-	Bluetooth	2.1	+	EDR	

Mac:	USB	포트(USB	사양	1.1	또는	2.0	프로토콜)	
IEEE802.11b/g/n	무선	LAN	-	10/100	BASE-TX	유선	LAN	-	Bluetooth	2.1	+	EDR	–	Mfi

하드 디스크 요구 사항 Windows®:	600MB	이상	¦	Mac:	500MB	이상

Microsoft Office 지원 Microsoft®	Word	/	Excel	/	Outlook:	2007	-	2010	-	2013	-	2016



www.brother-korea.com

Contact: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3(삼성동,	백영빌딩	4층)
Tel	:	02-572-4350	Fax	:	02-572-4368
www.brother-korea.com	l	고객센터	:	1577-3340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12_16_V1

“Made	for	iPod”,	“Made	for	iPhone”	및	“Made	for	iPad”는	전자	액세서리가	iPod,	iPhone	또는	iPad에	연결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Apple의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개발자가	인증했음을	
의미합니다.	Apple은	이러한	기기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정	표준의	준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를	iPod,	iPhone	또는	iPad와	함께	사용하면	무선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ad,	iPhone	및	iPod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워드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이며	Brother	Industries,	Ltd.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당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양은	본	자료를	인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rother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브랜드	제품명은	해당	기업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