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라더, 향상된 인쇄 속도로 오피스 환경에 최적화된
라벨 프린터 ‘QL-700’ 출시


분당 최대 93 매 라벨 출력의 인쇄 속도, 전문 인쇄 품질로 오피스 환경에
최적화



획기적으로 향상된 성능과 디자인, 손쉬운 사용, 빠르고 다양한 기능 보유



브라더 고유의 ‘플러그 앤 프린트’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라벨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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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코리아(www.brother-korea.com)가 이전 모델보다 2 배 이상 빨라진 인쇄 속도와
전문적인 품질로 오피스 환경에 적합한 라벨(label) 프린터 ‘QL-700’ 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QL-700’ 라벨 프린터는 브라더가 오피스 사용자용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제품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성능과 디자인, 빠르고 손 쉬운 사용으로 효율적인 출력을 원하는 사무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특히 브라더 고유의 새로운 ‘플러그 앤 프린트’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고품질의 라벨 인쇄가 가능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브라더 ‘QL-700’에 내장된 통합 ‘피터치 에디터(P-touch Editor)’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별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드라이버를 PC 에 설치할 필요 없이 USB 케이블 연결, 내장된 라벨
디자인 소프트웨어 실행, 라벨 디자인 및 인쇄의 간단한 3 단계의 과정을 거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의 라벨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한 문자나 정보를 간단하게 강조한 뒤에
툴바의 ‘P-touch’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인쇄가 가능하며 라벨에는 바코드, 그래픽, 프레임,
기타 정보 등을 넣을 수 있다.
이러한 ‘QL-700’은 최대 300 × 600 DPI 의 높은 인쇄 해상도로 선명한 텍스트와 그래픽, 또렷한
서체로 읽기 쉬운 라벨을 지원하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분당 최대 93 장의 라벨
인쇄를 제공한다. 또한 자동 커팅(Auto Cut) 기능으로 최소 12.7mm 부터 최대 1 미터까지 다양한
길이의 라벨을 출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담당 부서, 마케팅/세일즈 부서 직원, 비서 및
관리자 등 시간에 쫓기는 오피스 사용자들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완성도 높은 전문적인
품질의 이미지를 손 쉽게 인쇄할 수 있으며, 각자의 PC 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라벨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Maeda Hiroshi) 지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QL-700’은
브라더가 20 년 이상 라벨 프린터 시장에 선보여 온 풍부한 경험과 혁신 기술을 집약시킨
제품이다”라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고객의 견해를 매우 중시하는 브라더는 고객들이

많은 가치를 두는 부분인 사용자 편의성과 휴대성을 고려하여 이번 ‘QL-700’ 라벨 프린터를
선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언제 어디서든지 즉각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브라더 고유의 ‘플러그 앤 프린트’
기술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오피스 사용자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획기적으로 향상된 기능을 통해 완벽하고 전문적인 라벨링 솔루션을
지원하는 ‘QL-700’ 라벨 프린터의 3 단계 전략은 오늘날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 QL-700 >

제품사양
인쇄 속도

초당 150mm, 분당 표준 주소 라벨 93매

인쇄 해상도

300 DPI

제어판 버튼

4개(전원, P-touch Editor Light, 용지 공급,
커팅)

인터페이스

USB 2.0

커터

고내구성 자동 커터

인쇄 방식

직접 감열식

전원 공급

내부 전원공급장치

롤 유형

DK 롤(DK 규격 라벨 / DK 연속 테이프)

###
브라더 그룹
1908 년 미싱 수리 업으로 시작한 브라더 그룹은 1932 년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하여 1934 년에
정식 회사로 설립되었다. 브라더 그룹은 1961 년 휴대용 타자기 개발, 1971 년 고속 도트 프린터
개발 등을 거치면서 프린터 중심의 사무용 기기 전문업체로 변신했다. 이후 팩시밀리, 프린터,
복합기 등을 선보이면서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운영비용 절감에 탁월한 소형 프린터 및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0 년 전체 매출은 6 조 7 천억 원이며, 이 중 프린터/복합기 비중은 67.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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