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r Manual

한국어 매뉴얼



What’s in the Box?  ....................................................................................................................................1

Remove Packaging from the Machine  .................................................................................................2

Register Your Machine  ............................................................................................................................3

Download and Install Silhouette Studio® .............................................................................................4

Claim Your Free 1-Month Basic Subscription ......................................................................................5

Access the 100 Free Designs in Your Library ......................................................................................6

Connect the Cameo Pro ...........................................................................................................................6

Navigate Silhouette Studio® ...................................................................................................................7

Navigation Tabs .........................................................................................................................................8

Design Area ................................................................................................................................................9
Panels .......................................................................................................................................................................................................................9
Drawing Tools ...................................................................................................................................................................................................... 10
Simple Shapes ..................................................................................................................................................................................................... 10
Text........................................................................................................................................................................................................................... 11

Library ........................................................................................................................................................ 12
Sign In .................................................................................................................................................................................................................... 12
Organize Your Library .........................................................................................................................................................................................13
Search Library for Designs ............................................................................................................................................................................... 14
Use Designs from Library ................................................................................................................................................................................. 14
Show Library Split Screen ................................................................................................................................................................................. 15

Silhouette Design Store ......................................................................................................................... 16
Download Designs ............................................................................................................................................................................................. 17

Send Panel ................................................................................................................................................ 18

Prepare the Cameo Pro .......................................................................................................................... 19
Place Material on the Cutting Mat ................................................................................................................................................................ 19
Turn On the Cameo............................................................................................................................................................................................ 19
Load the Tool ....................................................................................................................................................................................................... 20
Adjust the Sliders ...............................................................................................................................................................................................22
Load the Material ...............................................................................................................................................................................................23

Cut a Design ............................................................................................................................................ 24
Cutting without a Mat (Kiss-cut) ..................................................................................................................................................................25
Cutting without a Mat (Pop-out Cut) ......................................................................................................................................................... 29
Cancel a Cut ........................................................................................................................................................................................................ 29

Bluetooth® Connectivity ....................................................................................................................... 30

Where to Find More Information ........................................................................................................ 30

Contents

기본 구성품

포장제거

기계 등록하기

Silhouette Studio 다운로드

1개월 무료 구독 신청

라이브러리 100개 무료 디자인

CAMEO4 PRO 연결

Silhouette Studio 탐색

탐색 탭

디자인 영역

라이브러리

보내기

CAMEO4 PRO 사용준비

디자인 자르기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패널

그리기 도구

기본 도형

텍스트

로그인

라이브러리 정리

라이브러리 디자인 검색

라이브러리 디자인 사용

라이브러리 분할 화면 표시

디자인 다운로드

커팅매트에 소재 부착

CAMEO 전원 켜기

도구 장착

슬라이더 위치 이동

커팅 매트 없이 커팅하기

커팅 매트 없이 커팅하기

소재 로드

커팅 취소하기

목차



1

Silhouette Cameo® 4 Pro User Manual 

What’s in the Box? 
The Silhouette Cameo® 4 Pro comes with the items shown in the following list. Check that all the items have been 
included before you proceed to use the machine. If you are missing any items listed below, please contact 
support@silhouetteamerica.com.

Silhouette Cameo® Pro  
desktop cutting machine

A/C adapter and 
power cable

USB cable

24-inch cutting mat

Handheld 
blade adjuster

Sketch Pen 
adapter

AutoBlade 
for Cameo 4

Roll feeder and mat support pieces

기본 구성품

실루엣 카메오는 다음 목록에 표시된 항목과 함께 제공됩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에 나열된 품목이 누락 된 경우 구매처에 문의하십시오.

실루엣 카메오 4 프로

커팅기계

A/C 전원 어댑터

케이블
24인치 커팅매트 롤 피더 (서포트 조각)

CAMEO4전용

자동칼날

USB 케이블 소형 칼날 조절도구 스케치 펜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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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Packaging from the Machine 
There are strips of tape, cardboard, and foam to hold the moving parts of the Cameo Pro in place during shipment to 
prevent any damage to the machine. 

Take the Silhouette Cameo® 4 Pro from the box and remove the strips of tape that are holding the lid and any machine 
pieces in place.  

Remove the three tabs that are holding the clear plastic covers in place on the front of the machine; you’ll remove the 
two pieces on the side panels and the piece along the top of the machine. 

Next, lift the lid slightly and slide it back. Remove the tape, cardboard insert, and any foam pieces you see here.

Don’t forget to remove the strip of tape on the back of the machine that is holding the crosscutter in place.

포장 제거

배송 중에 Portrait의 움직이는 부분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기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및 폼 스트립이 있습니다.

CAMEO 4 Pro를 상자에서 꺼낸 후 커버의 5개 테이프 조각을 제거해줍니다.

테이프 제거가 완료되면, 상단의 커버를 살짝 들어올리고 뒤로 밀어줍니다.
보이는 폼과 테이프 조각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뒷면의 크로스 커터에 부착되어있는 스트립들을 제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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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Your Machine 
Go to SilhouetteAmerica.com/setup to go through all the proper steps to set up your machine. The first thing to do 
is create a Silhouette account, if necessary, and register your machine. Completing this step is what will allow you to 
access your 100 free designs in your Silhouette Library.

If you have an account, input your login credentials and 
click “Sign In.” 

Next you’ll enter your address. After submitting that 
information, you’ll see this screen, which you’ll use to 
register your machine. You’ll enter the serial number 
of your machine. You can find that information on a 
sticker on the back of your machine on the right-hand 
side. You’ll also enter the purchase date and where you 
purchased it from. 

The next section provides you with your warranty 
information, if applicable. After you’ve gone through 
this registration process, you can continue with your 
machine setup.

If you don’t have a Silhouette account, click the “Sign Up 
FREE” link. Fill in your information. When you’re finished, 
click the “Create Account” button. 

기계 등록하기

시스템 설정을 위해 Silhouetteamerica.com/setup 으로 이동하여 각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일은 Silhouette 계정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기계를 등록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Silhouette Library에서 100개의 무료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Sign In.”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없는 경우 “Sign Up FREE”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 합니다.

상세 작성을 완료한 후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주소를 입력하고 기기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기기 뒷면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보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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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and Install Silhouette Studio®
Go to step 2 on SilhouetteAmerica.com/setup to download the latest version of Silhouette Studio®. Click on your 
operating system (Mac or Windows) and follow the prompts on your computer to finish the installation. 

The software is necessary to run your Cameo Pro cutting machine, so don’t forget this step!

You’ll learn more about how to use the Silhouette Studio® software later in the manual. For now, finish the machine 
setup process.

Silhouette Studio 다운로드

Silhouetteamerica.com/setup 의 2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최신버전의 Silhouette Studio 다운로드 운영체제

(Mac 또는 Windows)를 클릭하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는 CAMEO4 PRO 커팅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하므로 이 단계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뒷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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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Your Free 1-Month Basic Subscription
Once you register your Silhouette machine, you’re eligible to receive a free 1-month subscription to the Silhouette 
Design Store. Make sure to retrieve the promo code that was sent to your email address after you completed the 
registration process.

With a subscription, you’ll get a certain number of credits every month to purchase designs. The number of credits you 
get depends on the subscription tier you have. The subscription you’ll be starting out with is the Basic tier, which means 
you get $25 of credits for the month. 

To claim your free 1-month subscription, start by going to the Silhouette Design Store. You can do this by opening a web 
browser and going to SilhouetteDesignStore.com or clicking on the STORE button in Silhouette Studio® (found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of the software).

Sign in to your Silhouette account in the Design Store. This is the same account information you used when you 
registered your machine. To sign in to your account, click Sign In located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Input your email 
address and password and click Sign In.

Next go to the top of the home page and click Subscriptions or type in SilhouetteDesignStore.com/subscription-signup. 
This is the page you should see.

Select the Basic tier and click Continue or click the section that says “Payment & Billing Info” to go to the next step. Here 
is where you can enter your promo code and click Apply to claim your 1-month subscription. When you’ve filled out 
your information, go to the next step to Review and Confirm your subscription.

1개월 무료 구독 신청

Silhouette 기기를 등록하면 Silhouette Design Store에 1개월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를 완료 한 후 이메일 주소로 발송 된 프로모션 코드를 검색하십시오.

구독하면 매월 특정 수량의 크레딧을 받아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얻는 크레딧의 수는 귀하의 가입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구독은 기본 등급이므로 한 달에 25달러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무료 1개월 구독을 신청하려면 먼저 Silhouette Design Store로 이동하십시오.

웹 브라우저를 열고 SilhouetteDesignStore.com 으로 이동하거나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의 상단 모서리에 있음)에서

스토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Design Store에서 Silhouette 계정에 로그인 합니다. 이것은 기기를 등록 할 때 사용한 계정 정보와 동일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홈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여 구독을 클릭하거나 SilhouetteDesignStore.com/subscription-signup 을 입력하십시오.

아래의 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 등급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거나 “결제 및 청구 정보” 섹션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하여 1개월 구독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구독 검토 및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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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he 100 Free Designs in Your Library
After you register your Cameo Pro, you will be able to access the 100 free exclusive designs that come with your 
machine. 

To view your free designs, go to the Library tab in Silhouette Studio®. The software will prompt you to sign in to your 
Silhouette account if you haven’t already done so. Next go to the folders on the left-hand side. Click “Free with Machine” 
and then “Silhouette Cameo® 4 Pro.”

NOTE: If the special free content for the Silhouette Cameo® 4 Pro does not appear, please exit the software and confirm your 
registration of the Silhouette Cameo® 4 Pro. You may then reopen the software to locate the content. If continued concerns 
are met, please contact support@silhouetteamerica.com 

NOTE: While you do need to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for initial setup, all content in the Silhouette Library can be accessed 
and used offline. The Silhouette Library experience, including content and library structure, is synced between all devices you 
sign in to.

Connect the Cameo Pro
Connect the Silhouette Cameo® Pro to the power supply. Start by connecting the cable and the adapter and plugging 
the cable into the Cameo machine. Plug the power cord into a wall outlet.

Next, connect your machine to your computer using the USB cable. Then press the circular power button to power on 
your machine. 

If you haven’t already done so, open Silhouette Studio®. Go to the Send tab (located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of 
the software) to open the Send panel. Verify that your machine is connected and displays a “Ready” status.

You may need to click on the machine icon and select your machine for it to connect properly.

라이브러리 100개 무료 디자인

Portrait 3를 등록하면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50가지 무료 전용 디자인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무료디자인을 보려면 Silhouette Studio의 라이브러리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Silhouette 계정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왼쪽의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Free with Machine”을 클릭 한 다음 “ Silhouette CAMEO4 Pro”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 Silhouette Portrait3의 무료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Silhouette CAMEO4 Pro 등록을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를 다시 열어 컨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silhouette@kostech.net으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 초기 설정을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하지만 Silhouette Library의 모든 내용에 액세스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및 라이브러리 구조를 포함한 Silhouette Library 환경은 로그인 한 모든 장치간에 동기화 됩니다.

CAMEO4 PRO 연결

Silhouette CAMEO4 Pro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케이블과 어댑터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CAMEO4 Pro 기기에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 원형 전원 버튼을 눌러 기기의 전원을 켜십시오.

Silhouette Studio의 보내기 탭 (소프트웨어의 오른쪽 상단에 있음)으로 이동하여 보내기 패널을 엽니다.

기기가 연결되어 있고 “준비”상태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기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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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e Silhouette Studio®
Now that you’ve downloaded Silhouette Studio®, it’s time to learn how to use it. To open Silhouette Studio®, 
locate the Silhouette Studio® icon on the desktop or in the Start Menu on your PC or in the Applications 
folder on your Mac. Double-click the icon to run the application. 

Once Silhouette Studio® has loaded, you will notice a blank 12-inch-by-12-inch design area on your screen as well as 
tools that surround that area.

In this manual, you will learn the basics of how to use the software.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you can access the 
Silhouette Studio® software manual. You can find the manual on SilhouetteAmerica.com/setup under Step 6 or on 
Silhouette101.com.

Work Area Overview
1. Document Tools—Tools you need to adjust your document or select objects on your document.

2. Quick-access Toolbar—These tools that come up are specific to the task you are doing to help make adjustments easier.

3. Drawing Tools—The drawing tools are what you’ll use to make shapes and add text to the design area.

4. Library Split Screen—This button allows you to create a library/design space split screen.

5. Document Tabs—These tabs are what you’ll use to switch between documents you have open.

6. Holding Area (Gray)—The holding area can be used to hold designs if you’re rearranging your design space. Designs left in this area will not be
cut or printed.

7. Active Cut Area—Here you’ll create and place your designs. Anything left in this area can be cut or printed.

8. Navigation Tabs—These tabs will take you to certain places in the software.

9. Silhouette Studio® Tools—The Silhouette Studio® tools have different functions you can use to adjust your designs.

10. Panels—Here is where the panels for the Silhouette Studio® tools pop up to give you more options.

11. Preferences and Themes—These options allow you to adjust your preferences and settings for Silhouette Studio®.

1

2

3

4

5

6

7

8

9

11

10

Silhouette Studio 탐색

Silhouette Studio를 다운로드 했으므로 이제 사용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Silhouette Studio를 열려면 데스크탑 또는 PC의 시작 메뉴 또는 Mac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서 Silhouette Studio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Silhouette Studio가 열리면 화면에 12x12 인치의 빈 디자인 영역과 도구가 표시됩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의 기본 사항을 배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 매뉴얼에 액세스 하십시오.

https://silhouettekorea.net에서 설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문서 도구 - 문서를 조정하거나 문서에서 개체를 선택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2.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 - 이 도구는 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3. 그리기 도구 - 그리기 도구는 모양을 만들고 디자인 영역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4. 라이브러리 분할 화면 - 이 버튼을 사용하면 라이브러리 / 디자인 공간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문서 탭 - 이 탭은 열려있는 문서를 전환하는데 사용됩니다.

6. 홀딩 영역 (회색) - 홀딩 영역은 디자인 공간을 재정렬하는 경우 디자인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남겨진 디자인은 잘리거나 인쇄되지 않습니다.

7. 활성 컷 영역 -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고 배치합니다. 이 영역에 남은 것은 잘라내거나 인쇄 할 수 있습니다.

8. 탐색 탭 - 이 탭은 소프트웨어의 특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9. Silhouette Studio 도구 - Silhouette Studio 도구에는 디자인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10. 패널 - Silhouette Studio 도구 용 패널이 팝업되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11. 환경 설정 및 테마 - 이 옵션을 사용하면 Silhouette Studio의 환경 설정 및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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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Tabs
There are four tabs along the top right-hand side:

Design
This design area is your workspace to create projects. This area houses 
the toolbars, the white design page, and the gray holding area. When 
you are in the Library, the Silhouette Design Store, or the Send menu, 
click the Design tab to return to your design page.

Store
When you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Store tab opens a browser 
window and takes you to the Silhouette Design Store, where you can 
browse and purchase designs. 

Library
You can access your stored designs from the Library tab. Sort and 
organize your designs any way you would like by adding folders and 
subfolders. Designs can be stored on your computer or in the Silhouette 
Library. 

Send
The Send tab allows you to adjust the cut settings for your designs and 
send them to your Silhouette. This menu works similar to a Send to Print 
menu in other programs. 

탐색 탭

오른쪽 상단에는 4개의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스토어

라이브러리

보내기

디자인 영역은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공간입니다.

이 영역에는 도구 모음, 흰색 디자인 페이지 및 회색 고정 영역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Silhouette Design Store 또는 보내기 메뉴에 있을 때

디자인 탭을 클릭하면 디자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면 Store 탭에서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Silhouette Design Store로

이동하여 디자인을 찾아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탭에서 저장된 디자인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폴더와 하위 폴더를 추가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정렬하고 구성하십시오.

디자인은 컴퓨터나 Silhouette Clou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탭에서는 디자인의 잘라내기 설정을 조정하여 Silhouette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다른 프로그램의 Send to Print 매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9

Silhouette Cameo® 4 Pro User Manual 

Design Area
The Design area is the first area you’ll see when you open Silhouette Studio®, 
and it is the area you’ll likely spend most of the time in, so it’s important to 
learn how to use it to create your designs. 

Panels
Each Silhouette Studio® Tool icon opens its own panel. Panels open on the 
right side of the design space, next to the Silhouette Tools icons. The panel 
that opens by default is the Page Setup panel, which allows you to make 
adjustments to the design space, such as the machine, the page size, and the 
material (or media) size you want to work with.

You can open panels one at a time, or use multiple panels at once. To use 
multiple panels, click and drag the name bar to move it to a new location, and 
then click another icon to open the next panel. You can have as many panels 
open as you want, and you can move them anywhere in your design screen.

Collapsing Panels
Panels can be collapsed by clicking the arrow on the left-hand side of the 
panel. Collapse, move, and rearrange the panels to set up your screen exactly 
as you like. When you close panels, the ones underneath will jump up to fill 
their place.

Sticky Panels
Panels are sticky, meaning they snap to the top of the design area or to each 
other. But panels don’t need to stick to each other. You can move groups of 
panels or individual panels anywhere on your screen. Depending on your 
project, you might want lots of panels open to make adjustments using a wide 
variety of tools, or you might only want a single panel open at a time.

Panels Housing Multiple Icons
Some panels are single icon panels, such as PixScan™ or Offset. Other panels consist of a group of related icons. These 
icons are available within the panel via separate tabs. For example, the Transform panel includes the Align, Scale, Rotate, 
Move, and, if you have the Designer Edition, Shear icons.

Panel Mode
You can customize the panel mode in the Preferences panel. Under Defaults, you can choose how you want your panels 
to open.

 Single Panel Mode: Only one panel can be open at a time. If you have a panel open and you click another icon, 
that new panel will open in place of the panel that was previously open.

 Flexible Panel Mode: Default. Similar to Single Panel Mode, Flexible will replace a panel in the default location but 
will not replace a panel you have moved. 

 Multiple Panel Mode: All new panels will open, no matter how many panels are already open.

디자인 영역

디자인 영역은 Silhouette Studio를 열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역이며 대부분의

사용이 이뤄지는 곳 이므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널
각 Silhouette Studio 도구 아이콘은 자체 패널을 엽니다. 디자인 공간 오른쪽의 실루엣

도구 아이콘 옆에 패널이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열리는 패널은 페이지 설정 패널로 기계,

페이지 크기 및 작업하려는 재료(또는 매체) 크기와 같은 디자인 공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패널을 열거나 한 번에 여러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패널을 사용하려면 이름 표시 줄을 클릭하고 끌어 새 위치로 이동 한 다음 다른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패널을 엽니다. 원하는 만큼 패널을 열 수 있으며 디자인 화면

어디에서나 패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널 접기

패널 왼쪽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패널을 접을 수 있습니다.

패널을 축소, 이동 및 재 배열하여 원하는대로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패널 닫기

패널을 닫으면 아래 패널이 위로 올라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고정 패널은 고정되어 디자인 영역의 상단 또는 서로 위치 합니다.

패널은 서로 붙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 어디에서나 패널 그룹 또는 개별 패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정하기 위해 많은 패널을

열거나 한 번에 하나의 패널만 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 아이콘이 있는 패널

여러 아이콘이 있는 패널 일부 패널은 PixScan 또는 오프셋과 같은 아이콘 패널입니다.

다른 패널과의 단점 : 별도의 탭을 통해 패널 내에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 모드

환경 설정 패널에서 패널 모드를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아래에서 패널을 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패널 모드 : 한 번에 하나의 패널 만 열 수 있습니다.

패널이 열려 있고 다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전에 열려 있던 패널 대신 새 패널이 열립니다.

플렉시블 패널 모드 : 기본 설정 값.

단일 패널 모드와 유사하게 Flexible은 기본 위치에서 패널을 대체하지만 이동한 패널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다중 패널 모드 : 열려있는 패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새 패널이 열립니다.



10

Silhouette Cameo® 4 Pro User Manual 

Drawing Tools
The toolbar along the left side of the software houses the tools needed to create and alter basic shapes and text. 

Select Tool

Edit Points

Line Tools

Drawing Tools

Freehand Tools

Text Tool

Draw a Note

Eraser Tool

Knife Tool

Note: If you have other editions of Silhouette 
Studio® (e.g. Silhouette Studio® Designer Edition), 
you may see more drawing tools than you see listed  
here. You can learn more about those tools in the 
Silhouette Studio® software manual.

Simple Shapes
Lines

To draw a line, choose the Line Tool on the left-hand toolbar. 
Either click and drag with the mouse to draw a line, or click 
once to start the line and click a second time to end.

 Hold SHIFT while creating a line to make a perfectly vertical, 
horizontal, or 45° line.

Rectangles/Squares
To draw a rectangle, choose the Rectangle Tool from the left-
hand toolbar. Either click and drag with the mouse to draw a 

rectangle, or click once to set one corner and click a second time to 
set the opposite corner.

 Hold SHIFT while creating a rectangle to make a 
perfect square.

 Hold ALT (OPTION on Mac®) to draw the rectangle from the 
center instead of one corner.

 Hold SHIFT + ALT (SHIFT + OPTION on Mac®) to draw a perfect square centered on your original click.

Freehand
To draw using the Freehand tool, click the tool from the left-hand toolbar. 
You can select the normal Freehand tool or the Smooth Freehand tool. To 
draw, click and drag the shape you’d like to make in your design area.

To adjust the shape you’ve created, you can use the Edit Points tool. This 
tool make the points of a shape visible and allows you to move them. 

그리기 도구
소프트웨어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는 기본 모양과 텍스트를 작성하고 변경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택

점편집

선 툴

그리기 도구

프리핸드 도구

텍스트

노트 그리기

지우개 도구

칼

참고 : 다른버전의 Silhouette Studio

(예: Silhouette Studio Designer Edition)가 있는 경우,

좌측에 나열된 것 보다 더 많은 도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도형
선

선을 그리려면 왼쪽 도구 모음에서 선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선을 그리거나 한번 클릭하여 선을

시작하고 다시 클릭하면 선이 만들어 집니다.

사각형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만들면 수직, 수평 또는 45도 선이

생성됩니다.

사각형을 그리려면 왼쪽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리거나 한번 클릭하여

한 모서리를 시작하고 다시 클릭하면 사각형이 만들어 집니다.

사각형을 만들면서 SHIFT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ALT키 (MAC의 경우 OPTION)을 누른상태에서 한 모서리 대신

중앙에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  + ALT (MAC에서는 SHIFT + OPTION)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중심으로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프리핸드

자유형 도구를 사용하여 그리려면 왼쪽 도구 모음에서 도구를 클릭하십시오.

일반 자유형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도형을 그리려면 디자인 영역에서

만들 모양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십시오.

생성한 모양을 조정하려면 점 편집 도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도형의 점을 볼 수 있으며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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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o cut letters or words using any font on your computer, choose the Text tool from the toolbar on the left-hand side of 
the screen. With the Text tool selected, click anywhere on the page and begin typing. The font will be a default font, but 
you can easily change this in the Text Style panel that pops up.

After clicking on the page with the Text tool, a blinking cursor will appear. Begin typing any letters, words, or phrases you 
choose.

While you are typing or editing text, the Text Style Panel will appear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screen. In this panel, 
you can change the font, text size, weight, justification, character spacing, and line spacing. Use the mouse to highlight 
your text before making adjustments to the font, size, weight, etc.

To finish typing your text, click anywhere off the page. This will end the text-editing mode and deselect the text. If 
you need to make a change to the text, double-click the text on the page using the Select Tool (found on the left-hand 
toolbar).

 To move your text around the page, click and drag it to a new location.

 To resize your text, select the text and then click and drag one of the corner control handles.

 To rotate your text, select the text, and then click and drag the green circle displayed above the object.

텍스트
PC에 저장된 글꼴을 사용하여 글자나 단어를 자르려면 화면 왼쪽의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텍스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페이지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입력 하세요

글꼴은 기본 글꼴로 선택되지만, 팝업되는 텍스트 스타일을 패널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로 페이지를 클릭하면 깜빡이는 커서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글자, 단어 또는 문구를 입력하십시오.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편집하는 동안 화면 오른쪽에 텍스트 스타일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는 글꼴, 텍스트 크기, 두께, 정렬,

글자간격 및 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 두께 등을 조정하기 전에 마우스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선택하십시오.

텍스트 입력을 마치려면 페이지 바깥 쪽 빈 공간을 클릭하십시오. 텍스트 편집 모드가 종료되고 텍스트 선택이 해제됩니다.

텍스트를 변경하는 경우, 왼쪽 도구 모음에 있는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더블 클릭 하십시오.

텍스트를 이동하려면 텍스트를 클릭하고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크기를 조정하려면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모서리에 있는 점을 드래그 하십시오.

텍스트를 회전시키려면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개체 위에 표시된 녹색 원을 클릭하여 드래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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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ign In
The Library is where you’ll find any designs you’ve acquired from the Silhouette Design Store. You can also save your 
own designs to your Silhouette Library. 

When you click on the Library tab, you may be asked to sign in to your Silhouette account if you haven’t already done so.  
Input your email address and password, and click “Sign In.” If you don’t already have a Silhouette account, you can click 
the “Sign up FREE” link.

Once you’ve signed in, you’ll see folders on the left and designs on the right. If you don’t have any designs yet, don’t 
worry! There will be plenty of time to add designs later.

라이브러리

로그인
라이브러리는 Silhouette Design Store에서 얻은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곳 입니다.

자신만의 디자인을 Silhouette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은 경우 라이브러리를 클릭시 Silhouette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메세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ign In”을 클릭하십시오. Silhouette 계정이 없는 경우 “Sign up Free”를 클릭하십시오

왼쪽에는 폴더들이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디자인들이 표시됩니다.

아직 디자인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디자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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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Your Library
You can organize your designs within your Library by creating new folders for your designs. 

Drag any design from the right-hand window into your newly created folder in the Folders panel on the left. The 
numbers in circles next to each folder indicate how many designs are included in each folder.

When you purchase designs from the Silhouette Design Store, those designs will show up in your Recent Downloads. 
From there, you can move the designs to different folders.

To add folders to your library, click on the Designs folder. Right-click on any empty space in the folder and select “New 
Folder.” A new folder will pop up called “Untitled Folder,” but you can rename it. 

Continue to add folders and subfolders using this same method.

라이브러리 정리
디자인을 위한 새 폴더를 만들어 라이브러리 내에서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의 디자인을 왼쪽의 폴더 패널에서 새로 만든 폴더로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각 폴더 옆에 있는 원안의 숫자는 각 폴더 안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를 나타냅니다.

Silhouette Design Store에서 디자인을 구매하면 해당 디자인이 최근 다운로드에 표시됩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을 다른 폴더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추가하려면 디자인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폴더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폴더”를

선택하십시오. “제목 없는 폴더”라는 새 폴더가 생성되며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폴더와 하위 폴더를 계속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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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Library for Designs
Designs that you purchase from the Silhouette Design Store have certain keywords associated with them, and this 
makes searching for a specific design simple. If you want to search for a design, open your library by clicking on the 
Library tab. Go to the search box on the top right-hand side and type in your keyword.

Use Designs from Library
Once you find a design you’d like to use, double-click the design to place it on your page. You can also right-click the 
design and select “Open [file name].” This will automatically close the library and take you to the design page. The 
library can be easily reopened by clicking Library tab. 

To close the library without pasting a design, click the Design tab to go back to the design area or the Store tab to search 
for more designs.

라이브러리 디자인 검색
Silhouette Design Store에서 구매 한 디자인에는 이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디자인을 간단하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검색하려면 라이브러리 탭을 클릭하여 라이브러리를 엽니다.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라이브러리 디자인 사용
사용하려는 디자인을 찾으면 디자인을 두번 클릭하여 페이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파일 이름]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닫힌 후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이브러리 탭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붙여넣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닫으려면 디자인탭을 클릭하여 디자인 영역 또는 store 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디자인을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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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Library Split Screen
To view your designs space and your Silhouette Library at the same time, you can use the Library Split Screen feature. To 
split the screen, you must go to the Design screen. Go to the bottom left of the screen and click the folder with the 
down-pointing arrow (otherwise known as the Library icon) or click the triangle pointing to the right. This will open up 
the split screen.

Once your split screen is open, you can navigate through your library folders to find the right design you want to add to 
the design page. You can either double-click a design or click and drag a design to place it on the design page.

When you are done with the split screen, you can click on the same library icon in the middle of the split screen to hide 
the library part again.

라이브러리 분할 화면 표시
디자인 영역과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보려면 라이브러리 분할 화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화면을 분할하려면 디자인 화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화면 왼쪽 하단으로 이동하여 아래쪽 화살표

(또는 라이브러리 아이콘이라고도 함)가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을 가리키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분할 화면이 열립니다.

분할 화면이 열리면 라이브러리 폴더를 탐색하여 디자인 페이지에 추가 할 디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두번 클릭하거나 디자인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디자인 페이지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분할화면 사용이 완료되면 분할 화면 가운데에 있는 동일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라이브러리 부분을 다시 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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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Design Store
The Silhouette Design Store contains over 170,000 designs—including simple cutouts, intricate patterns and designs, 
fonts and phrases, 3D designs, and more—to cut with your Silhouette machine. Most designs are only 99¢. There are 
sales that happen in the Design Store regularly, and generally there is a free design posted every week. 

To access the Silhouette Design Store, click the Store tab in the upper-right corner of the software. This will open up a 
browser window and navigate you to the store.

The free design of the week will be displayed on the Deals page. You can also view other deals, new designs, trending 
designs, and more. 

Search for designs by inputting keywords into the search bar, or use the menu system to search for designs in a certain 
category. 

Silhouette Design Store에는 간단한 컷 아웃, 복잡한 패턴 및 디자인, 글꼴 및 문구, 3D 디자인 등 Silhouette 기계로 잘라낼 수 있는

170,000 개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ign Store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매주 무료 디자인이 게시됩니다.

Silhouette Design Store에 접속하려면 소프트웨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tore 탭을 클릭하십시오.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Store로 이동합니다.

이번 주의 무료 디자인이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새로운 디자인, 트렌트 디자인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디자인을 검색하거나 메뉴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카테고리에서 디자인을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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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Designs
For now, try downloading a free design by clicking this week’s free design. You can find the Free Design on the Deals 
page under “Free Designs.” 

When you click a design, a window will pop up to give you more information about that design. Here you can see what 
type of design this is, the file type, and the price. 

To add the design to your shopping cart, click the blue 
cart icon. Next click the arrow or click the icon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Design Store to go to your 
shopping cart. 

Since you’re downloading a free design, you shopping 
cart total should be $0.00.

Once you’ve reviewed your shopping cart, click the 
Checkout button to proceed. At this time the Design 
Store will ask you to sign in before downloading your 
design. 

You should have already created a Silhouette account, but 
if you haven’t, creating a new account only takes a few 
seconds. Click the “Sign up FREE” link on the login page 
to create a new account.

Once your account is created, you will need to access your shopping cart again and try the checkout process once more. 
You will be asked to validate your password each time you download designs. 

디자인 다운로드
지금은 이번주의 무료 디자인을 클릭하여 무료 디자인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Free Design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클릭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디자인 유형, 파일 유형 및 가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장바구니 아이콘을 눌러

장바구니로 옮겨줍니다.

무료 디자인을 다운로드 하기 때문에 총 장바구니 금액은

$ 0.00입니다.

장바구니에서 체크 아웃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자인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Design Store에서 로그인하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온라인 계정이 없을 경우 구매가 어려우며,

계정을 만든 후에는 장바구니에 다시 액세스하여 결제 절차를

시도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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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Panel
When you click the Send tab, you’ll see a grayed-out version of the Design screen on the left and the Send panel on the 
right. The Send panel allows you to make adjustments to your cut settings so that you can make the perfect cut. 

There are four actions you can choose in the Send tab: Simple, Line, Fill, and Layer. 

Each action allows you to adjust specific cut settings. Cutting is as easy as choosing your material, your action, and your 
tool in the Simple panel and clicking “Send.”

The Send screen has two parts: the panel on the right-hand side and the screen displaying your design on the left. The 
panel on the right-hand side includes the action tabs as well as the action options. When you enter the Send tab, cut 
lines in your design will become thicker and bolder so you can see exactly what your Silhouette is going to cut. 

If you want to make any adjustments to your design, you must go back to the Design screen by clicking on the Design 
tab. You can move your design while you are in the Send tab, but you cannot make any other adjustments to the design.

The first option on the Action panel is the Simple tab. This is where you can select the material type, the action you 
want your Silhouette to perform, what kind of blade you are using, what lines you want to be cut, etched, scored, 
embossed, or stippled.  

For more advanced settings, you can use the Line panel, the Fill panel, or the Layer panel. With the Line Panel or the 
Fill panel, you can assign which task the Silhouette will do according to the image’s line color or fill color. If you have a 
design that has multiple layers, you can use the Layer panel to choose which layers to cut. 

보내기

보내기 탭을 클릭하면 왼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디자인 화면 버전과 오른쪽에 보내기 패널이 표시됩니다.

보내기 패널을 사용하면 잘라내기 설정을 조정하여 커팅 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탭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작업은 간단한, 선, 채우기 및 레이어 입니다.

각 작업을 통해 특정 절단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패널에서 재료, 동작 및 도구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클릭하면 쉽게 커팅 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화면에는 오른쪽의 패널과 왼쪽에 디자인이 표시된 화면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작업 옵션과 작업 탭이 있습니다.

보내기 탭에 들어가면 디자인의 절단 선이 더 두껍고 굵게 표시되어 Silhouette이 커팅하는 화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조정하려면 디자인 탭을 클릭하여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내기 탭에 있는 동안 디자인을 이동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액션패널의 첫번째  옵션은 간단한 탭입니다.

여기에서 재료 유형, Silhouette이 수행하려는 작업, 사용중인 블레이드 종류, 절단, 에칭, 스코어링, 엠보싱 또는

점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위해 선 패널, 채우기 패널 또는 레이어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 패널 또는 채우기 패널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선 색상 또는 채우기 색상에 따라 Silhouette이 수행 할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가 있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레이어 패널을 사용하여 잘라낼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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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the Cameo Pro

Place Material on the Cutting Mat
Remove the nonstick liner from the cutting mat. A new mat will be very sticky at first. To avoid damaging any materials 
you place on your cutting mat, place the mat, sticky side down on a surface that doesn’t release too much lint, such as 
denim or microfiber. This will make the mat less sticky but still allow it to grab on to materials without damaging them.

Position your paper or other media on the cutting mat according to the illustration in Silhouette Studio®. 

Turn On the Cameo
Turn the Silhouette Cameo® 4 Pro on by pressing the power button and waiting for the machine to start up. To feed the 
cutting mat into the machine

 Lift the lid and slide it back.

 Press the arrow pointing up on the touch panel to load your mat into cutting position. The arrow will flash, 
indicating that it is ready to load the material.

 Align the left edge of the mat with the gray alignment mark on the left side of the machine.

 Press the mat against the white rollers. After a few seconds, the machine will grip the material to load it.

If you don’t see an image of the cutting mat under your document on the screen, click the Page Setup icon at the top of 
the Silhouette toolbar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window. Under the Cutting Mat section, select the Cameo Pro mat.

Position your image on the screen where you want it to cut on the mat. Be sure to keep your design within the red 
margins on your page.

CAMEO 4 Pro 사용 준비

커팅 매트에 소재 부착
커팅 매트에서 붙지 않는 보조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새로운 매트는 처음에는 접착력이 매우 높습니다. 커팅 매트에 놓인 재료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데님이나 마이크로 화이버와 같이 보풀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 표면에 매트의 끈적한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트의 접착력이 떨어지지만 손상시키지 않고 재료를 고정 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Studio의 그림에 따라 커팅매트에 종이 또는 기타 재료를 놓습니다.

카메오4 Pro 전원 켜기
커팅 매트를 기계에 공급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기기가 작동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Silhouette CAMEO4 PRO 를 켭니다.

매트의 왼쪽 가장자리를 커팅기 왼쪽의 회색 표시에 맞춥니다.

터치 패널에서 위쪽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눌러 매트를 커팅 위치에 배치합니다

뚜껑을 살짝 들고 뒤로 밀어주세요.

몇 초 후에 커팅기가 재료를 잡고 배치합니다.

화면에서 문서 아래에 커팅 매트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창의 오른쪽에 있는 실루엣 도구 모음 상단의 페이지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커팅 매트 섹션에서 카메오 4 프로 매트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매트에서 잘라내려는 화면에 배치하십시오. 디자인을 페이지 여백 내에 위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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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the Tool
Choosing a tool or blade is an important step in preparing your Silhouette to cut. Since your machine comes with an 
AutoBlade, you can insert that. Different styles of blades are adjusted by different methods. Instructions for adjusting 

alternate blade types will be included on the blade packaging. 

If you’re using the AutoBlade, the blade will automatically adjust when you send your design to cut. To adjust the 
AutoBlade or any other blade manually, use the adjustment socket in the machine or the handheld tool that your 
machine comes with. Gently press the blade up and down into the adjustment socket until the red indicator line points 
to the desired setting. 

Note: The AutoBlade, Ratchet Blade, Premium Blade, Fabric Blade, and Sketch Pens work only in the left tool holder or Tool 
Holder 1. 

The above blade settings are applicable only with the AutoBlade, the Ratchet Blade, or the Premium Blade. In all cases, 
higher blade settings expose more of the blade and are for cutting thicker materials. Refer to Silhouette Studio® for 
recommended blade settings for different materials. 

When you’re not using your tool, you can store it in the tool holder on the left side of your machine. Simply slide the 
cover to the left and place your tool inside. When you’re finished, slide the cover to the right to close it.

Blade setting

1

4–6

7–10

2–3

Material

Thin materials such as vinyl and smooth heat transfer material

Thicker materials such as textured cardstock and pattern papers

Thick materials such as canvas

Medium-weight materials such as paper, cardstock and flocked heat transfer material

Cover

Tool Holder

Indicator Line

Adjustment Socket

AutoBlade

도구 장착
실루엣으로 자를 준비를 하려면 도구나 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에 자동 칼날이 제공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의 칼날은 다른 방법으로 조정됩니다. 대체 칼날 조정에 대한 방법은 해당 칼날 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칼날

조정 소켓

자동 칼날

높이 표시 선

자동 칼날을 사용하는 경우 절단 할 디자인을 보내면 칼날 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칼날 또는 다른 칼날을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기계 또는 기계와 함께 제공되는 휴대용 도구의 조정 소켓을 사용하십시오.

빨간색 표시등이 원하는 설정을 가리킬 때까지 칼날을 위아래로 조정 소켓 안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칼날 설정 재료

비닐 및 부드러운 열 전사 필름 재료와 같은 얇은 재료

카드 용지 및 열전사 재료와 같은 중간 무게 재료

질감이 있는 카드 용지 및 패턴 용지와 같은 두꺼운 재료

캔버스와 같은 두꺼운 재료

도구1에 장착 가능한 칼날은 오직 자동 칼날, 래칫 칼날, 프리미엄 칼날 입니다.

모든 경우에 칼날 설정이 높을수록 칼날길이가 더 많이 노출되어 두꺼운 재료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에 권장되는 칼날 설정은 Silhouette Studio를 참조하십시오.

커버

도구 홀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때 기기 좌측 커버를 열고 도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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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Tool Detection

New to the Cameo Pro is Auto Tool Detection. This feature allows the software to detect what tool is inserted into the 
machine, and the software automatically populates action options in the Send panel. 

This feature is available only with the Cameo 4 machines and the Cameo 4 tools. You can see a little metal strip on the 
back of the tools and the tool adapters. This is what tells the machine—and in turn, the software—what tool is inserted 
into the tool holder.

Tool Adapters (sold separately)
Because the build of the Cameo 4 tool holder is slightly different from previous Cameo versions, you can use 4 different 
tool adapters (sold separately) to insert older tools into the Cameo Pro:

Dual Carriage Setup
The Cameo provides a dual-carriage to hold two different tools simultaneously. This allows you to perform a variety of 
actions with different types of blades. The two carriages are labeled as 1 (or Tool 1 on the left side) and 2 (or Tool 2 on the 
right side). The Cameo 4 blades have either a 1 or 2 on them. These numbers indicate which tool holder you can use that 
tool in. 

If you are using a tool with an adapter, such as ratchet blade for the Cameo 3, that tool can be used only in the 1 spot. 

Lock and Unlock Tools
First unlock the Tool 1 position by pulling out the lock lever. Insert the AutoBlade (or whichever tool 
or tool adapter you are using) into Tool Holder 1 and push the locking mechanism back into place. 
You may find it helpful to push down on the tool while you push the lock lever back in. This will 
ensure the tool is locked securely into place.

The lock levers work the same way for both Tool Holder 1 and Tool Holder 2. It also doesn’t matter 
which tool is inserted; every tool will lock into place the same way.

If you see the solid blue color next to the tool number, you’ll know the tool is locked securely.

파란색 도구 어댑터
 
기존 스케치 펜과 펜 홀더 딥 커트 날 수동 날, 프리미엄 날 2 mm크래프트 날

lockunlock

Lock Lever

자동 도구 감지

Portrait 3의 새로운 기능은 자동 도구 감지 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는 기계에 어떤 도구가 삽입되어 있는지 감지 할 수 있으며

보내기 패널에서 작업 옵션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Portrait 3와 Cameo 4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및 도구 어댑터의 뒷면에 작은 금속 스트립이 있습니다.

해당 금속 스트립이 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소프트웨어 홀더가 도구 홀더에 등록됩니다.

도구 어댑터 (별매)
Portrait 3 도구 홀더 장착은 이전 Portrait, Cameo 버전과 약간 다르므로 Portrait 3에 도구를 삽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도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검은색 도구 어댑터 회색 도구 어댑터 흰색 도구 어댑터

도구 잠금
먼저 잠금 레버를 당겨 도구를 잠금 해제하십시오.

자동 칼날 (또는 사용중인 도구 또는 도구 어댑터)를 도구에 삽입하고 잠금 장치를 제자리로 밀어 넣으십시오.

잠금 레버를 뒤로 밀면서 도구를 아래로 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도구가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도구 번호 옆에 진한 파란색이 표시되면 도구가 단단히 고정 된 것 입니다.

잠금 레버

잠금 해제 잠금

듀얼 캐리지 설정

Cameo는 두 개의 다른 도구를 동시에 장착할 수있는 듀얼 캐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도구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Tool 1과 2 (오른쪽에 Tool 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ameo 4 칼날에는 1 또는 2가 써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도구를 사용할 수있는 도구 홀더 번호를 나타냅니다.

Cameo 3 용 래칫 칼날과 같은 어댑터가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구는 1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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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the Sliders
By adjusting the sliders on the main roller shaft, the Silhouette machine can accommodate the following media sizes: 
letter, A4, 12 inches, A3, 13 inches, 15 inches, 20 inches, and 24 inches.

Locate the release lever on the right side and turn it clockwise.

Pinch the edges of the roller body, or the biggest adjustment lever,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roller bar, with two fingers. Move the roller body right or left in 
the desired position.

Note: For the most effective grip, line up the center notch of the roller body with the 
arrows below the notch on the Silhouette machine.

There are two other mechanisms in the middle of the roller bar that can be moved 
to aid in gripping the material more.

Once you have adjusted the end lever to the desired position, you may adjust 
those other mechanisms and move them either further apart or closer together as 
necessary. It is recommended that you space them out evenly depending on the 
width of the material you are loading.

A4, Letter (198–222mm)

A3, 12 inches (281–305mm)

13 inches (319–343mm)

15 inches (359–382mm)

20 inches (496–520mm)
24 inches (598–621mm)

슬라이더 조정
Silhouette 기기는 메인 롤러 샤프트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Letter, A4, 12 인치, A3, 13 인치, 15 인치, 20 인치 및 24 인치와 같은

용지 크기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있는 해제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슬라이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플라스틱 바를 두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슬라이더를 원하는 위치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 가장 효과적인 장착을 위해, 본체의 중앙 노치를 Silhouette 기계의 바닥면에 있는

화살표와 정렬하십시오.

슬라이더 바의 중앙에는 재료를 더 잘 잡는 데 도움이되는 두 개의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엔드 레버를 원하는 위치로 조정 한 후에는 다른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더 멀리 또는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드하는 재료의 너비에 따라 균등하게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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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the Material
With the material loaded on to the cutting mat or you know what material you’d like to use, 
it’s time to load the cutting mat or material into the machine. 

NOTE: It is very important that materials not using a cutting mat are held tightly while being 
fed into the machine so that the material is gripped by both pinch rollers equally tightly. 
Otherwise, the material will droop in the center and the resulting cut won’t work well. 

There are two different loading methods. In both cases, you’ll want to make sure you first 
adjust the sliders to best match your material: 

1. Move the right-hand-side roller so that it matches the width of your cutting mat or material.

2. Adjust the middle sliders so that they are equidistant between the left-hand loading side and the right-
hand-side slider.

If you wish to adjust the starting cut point after you’ve loaded your material, you can use the arrows on the control panel 
or in the Silhouette Studio® software.

After your cut is complete, press the Unload button. The rollers will move the cutting mat or material from underneath 
the roller bar to release it.

Load

Unload

The first method is a delayed loading method (recommended for larger cutting areas):

1. Press the Load button on the Cameo Pro. The Load button will flash, indicating that it is ready to load the material.

2. Line up the left edge of the cutting mat or rolled material with the gray line in front of the tool carriage and the left-hand grip on the
roller bar. 

3. After a few seconds, the machine will grip your cutting mat or material and move it into position underneath the roller bar.

The second method is the immediate loading method (recommended for smaller cutting areas):

1. Line up the left edge of the cutting mat or material with the gray line in front of the tool carriage and the left-hand grip on the roller bar.

2. Press the Load button on the Cameo Pro. The machine will immediately grip your cutting mat or material and move it into position
underneath the roller bar.

소재 로드
커팅 매트에 재료를 붙여 사용하거나 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커팅기에 로드해야 합니다.

참고 : 커팅 매트를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커팅기에 공급되는 동안 단단히 고정되어 재료가 두 롤러로

균일하게 고정되도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료가 중앙에 처져 커팅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로딩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재료에 가장 잘 맞도록 슬라이더를 먼저 조정해야합니다.

커팅 매트 또는 재료의 너비와 일치하도록 오른쪽 롤러를 움직입니다.

중간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왼쪽 롤러 쪽과 오른쪽 슬라이더 사이의 거리가 같도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연로드 방법입니다 (더 큰 커팅 영역에 권장 됨)

1. Cameo Pro의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로드 버튼이 깜박이면서 재료를 로드 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 커팅 매트 또는 롤 재료의 왼쪽 가장자리를 도구 캐리지 앞의 회색 선과 왼쪽 롤러바에 맞춥니다.

3. 몇 초 후 기계가 커팅 매트 또는 재료를 잡고 롤러 바 아래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즉시로드 방법입니다 (작은 커팅 영역에 권장 됨).

1. 커팅 매트 또는 재료의 왼쪽 가장자리를 도구 캐리지 앞의 회색 선과 롤러 바의 왼쪽 롤러에 맞추십시오.

2. Cameo Pro에서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기계가 커팅 매트 또는 재료를 즉시 잡고 롤러 바 아래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재료를 로드 한 후 커팅 시작 지점을 조정하려면 제어판 또는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에서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팅이 완료되면 언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롤러 바 아래에서 커팅 매트 또는 재료를 꺼내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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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a Design
Once your design has been picked, the material has been loaded, and the machine has been prepared, you’re ready to 
make your first cut! 

Go back to Silhouette Studio® to add in all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may 
be missing. Here’s what you can expect out of each section when you’re cutting 
using the Simple action.

In both the Tool 1 and Tool 2 sections, you’ll see drop-down options for the 
material, the action, and the tool. 

First select your material. It’s important to be accurate in your selection because 
Silhouette Studio® has fine-tuned the cut settings for each material. If you find that 
you need to make adjustments, you change these settings. If you need to add a 
new material, you can click the “Add New Material Type” button at the bottom of 
the material drop-down menu and add your own cut settings. 

Next select the tool or make sure the right tool is selected. With Auto Tool Detection, your machine should 
automatically detect which tool is in the tool holder. Here we’ve put two different tools in the Cameo Pro—the 
AutoBlade and the Sketch Pen tool adapter.

Now you’re ready to click the Send button and watch your Silhouette cut your design precisely!

If you ever need a reminder of what you need to do to cut out a design, you can click the graduation cap icon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Send panel on the left side of the Send button. This will show you a short slideshow of steps 
you need to follow.

Tool 1 and Tool 2
Unlike with the Cameo 3, the tool holders in the dual-carriage system perform different cutting functions, so the tools 
are not interchangeable. Here are the compatible tools and functions for each tool holder:

Tool Auto Action
Tool 1 AutoBlade Cut

Ratchet Blade Cut

Deep Cut Blade Cut

Sketch Pen Sketch

Tool 2 Kraft Blade Cut

Rotary Blade Rotary Cut

Punch Tool Punch

디자인 커팅

디자인이 선택 되고, 재료가 정해지고, 기계가 준비되면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Studio로 돌아가서 필요한 설정값을 추가해주십시오.

단순 동작으로 커팅을 진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구 및 재료, 작업에 맞는 도구 옵션이 표시됩니다.

먼저 재료를 선택하십시오. Silhouette Studio는 각 재료에 대한 커팅 설정을 미세하게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설정 값을 변경하십시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재료 매뉴 하단에 있는 “새 유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설정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하거나 올바른 도구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 도구 감지기능을 사용하면 기계가 홀더에 있는 도구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커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MEO4 PRO 디자인을 자르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내기 버튼 왼쪽의 보내기 영역 하단에 있는 학사모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진행해야 할 짧은 슬라이드 쇼가 표시됩니다.

도구 1 / 도구 2

CAMEO 3와 다르게 다양한 도구가 사용 가능한 듀얼 캐리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홀더 별 도구를 알려드립니다.

도구 1

도구 2

사용 가능 도구 자동 액션

자동 날2

수동 날

딥 커트 날

스케치 펜

크래프트 날 

로터리 날

펀치 도구

자르기

자르기

자르기

그리기

자르기

자르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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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without a Mat (Kiss-cut)
A kiss-cut is what is used when you are using cutting materials that have a backing (i.e., vinyl, heat transfer, sticker 
sheets, etc.) When you are performing a kiss-cut with the Cameo machines, there are two other features you may want 
to utilize: the roll feeder and the crosscutter.

If you don’t wish to use the roll feeder or the crosscutter as part of performing the kiss-cut, there are two things you 
need to do: 

1. Go to the Page Setup panel and change the Cutting Mat to “None.”

2. Go to the Send tab, and select your material (remember that to perform this type of cut your material MUST have a backing).

After you’ve done these two steps, you can continue with your cut.

커팅 매트 없이 커팅하기 (Kiss-Cut)
키스 컷이란 후지가 있는 소재를 커팅할 때 사용하는 커팅 방식입니다.

(예시 : 비닐, 열전사지, 스티커 시트 등)

Silhouette Studio에서 Kiss-Cut 세팅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설정 패널에서 커팅 매트를 없음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보내기 탭으로 이동하여 올바른 소재를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기계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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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Roll Feeder or Mat Support
Below are the roll feeder pieces come with the Cameo Pro. In addition to those pieces, there is also a piece that you can 
use to support your cutting mat when you need it. 

To assemble the roll feeder or mat support options, line up two end tray pieces you want to use in addition to either the 
middle roll feeder piece OR support piece. Secure these pieces underneath the Cameo Pro machine. Use the long piece 
to connect the two end pieces of the tray.

For the roll feeder, when your tray is assembled, adjust the middle piece to that it will accommodate your size of rolled 
material. The ends of the material should rest on the ends of these two pieces. Slide the middle roll feeder piece to 
match the width of your material.

Place your rolled material on the roll feeder. Take the end piece and feed it through the roll feeder slot. Then feed it into 
your machine using the Load button on the touch panel. Make sure the material is feeding straight into the machine. 

When you’re finished using the roll feeder or mat support, remove the roll of material or cutting mat from the machine. 
Then disconnect the connecting piece from the assembled pieces and lift the machine to remove the remaining pieces. 

Left tray piece
Middle roll feeder piece

Connecting piece

Middle support piece

Right tray piece

Roll feeder Mat support

롤피더 또는 매트 거치대
아래는 Cameo Pro와 함께 제공되는 롤 피더 부품입니다.

롤 피더 부품 외에도 필요할 때 커팅 매트를 지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도 있습니다.

왼쪽 거치대 부품
중간 롤 피더 부품

중간 거치대 부품

오른쪽 거치대 부품
연결 고정 부품

롤 피더 또는 매트 거치대를 조립하려면 중간 롤 피더 또는 거치대 외에 사용하려는 두 개의 거치대 부품을 정렬합니다.

Cameo Pro 커팅기 아래에 이 부품들을 고정하십시오.  긴 고정 부품을 사용하여 거치대의 두 끝 부분을 연결합니다.

매트 거치대

롤 피더의 경우 트레이를 조립할 때 롤 용지 크기에 맞게 가운데 부분을 조정합니다. 재료의 끝은 이 두 부품의 끝에 있어야합니다.

재료의 너비와 일치하도록 중간 롤 피더 부품을 밉니다.

롤 피더에 롤 용지를 놓습니다.  끝 부분을 가져 와서 롤 피더 슬롯을 통해 공급합니다.

그런 다음 터치 패널의 로드 버튼을 사용하여 제품에 공급합니다.

롤 피더 또는 매트 거치대 사용을 마쳤으면 재료 롤이나 커팅 매트를 기계에서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조립 된 부품에서 연결 부품을 분리하고 기계를 들어 올려 나머지 부품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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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Crosscutter
If you are using a lined material on a roll without a cutting mat, you can use the crosscutter on the back of the machine 
to trim your project after it’s done cutting. The crosscutter is already attached to the Cameo.

Make sure to set things up in Silhouette Studio® so that your cut will feed through the Cameo properly. First, set your 
cutting mat to “None” in the Page Setup panel. Next when you go to the Send tab before you send your design, click the 
gear icon in the bottom right corner to open up the advanced settings. Change the Feed Option to “Feed” and set how 
much of the material you want to feed through. Don’t worry about getting the measurement exactly right because you 
can always use the arrows on the touch panel of your Cameo to adjust the feed as needed after you’re done making 
your cut. Next send your design to your machine.  

To use the crosscutter, make sure your design feeds through the back of your machine at the end of your cut. Release 
the locks on both sides at the top of the crosscutter cartridge and lower the crosscutter track. Slide the crosscutter 
across the track to cut your material. When you’re finished, make sure the crosscutter is on either side of the track, lift 
the track back into place, and fasten both of the locks. 

Lock

Crosscutter

Crosscutter Track

Lock

크로스 커터 사용

커팅 매트없이 롤로 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커팅이 완료된 후 기계 뒷면의 크로스 커터를 사용하여 재료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 커터는 Cameo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Silhouette Studio에서 설정을 확인하여 커팅 데이터가 Cameo를 제대로 통과 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페이지 설정 패널에서 커팅 매트를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보내기 전에 보내기 탭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하단에있는 톱니 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여 고급 설정을 엽니다. 

피드 옵션을 "피드"로 변경하고 피드 할 재료의 양을 설정합니다. 커팅을 마친 후에는 Cameo의 터치 패널에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피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디자인을 기계로 보냅니다. 

크로스 커터를 사용하려면 커팅이 끝날 때 디자인이 기계 뒷면을 통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 상단의 양쪽에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 크로스 커터 트랙을 내립니다.

트랙을 가로 질러 크로스 커터를 밀어 재료를 자릅니다. 

작업이 끝나면 크로스 커터가 트랙의 양쪽에 있는지 확인하고 트랙을 다시 제자리로 들어 올린 다음 두 잠금 장치를 모두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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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 the Crosscutter Cartridge
If your crosscutter blade becomes dull and you need to replace it, you can do that easily by removing and replacing the 
crosscutter cartridge. 

To remove the crosscutter cartridge, press down on the top of the two end levers simultaneously. While doing that, pull 
the crosscutter cartridge out. It will be the long piece that is shown below. 

Note: Make sure the crosscutter is in the locked position before you attempt to remove the cartridge.

To insert the crosscutter cartridge back in the machine, line up the feet at the bottom of the crosscutter cartridge with 
the grooves at the bottom of the crosscutter cartridge opening on the Cameo. Once you’re sure the alignment is correct, 
lift the top of the crosscutter cartridge and push it into the opening until you hear it click into place.

Lever Lever

Crosscutter Cartridge

Lever

Lever

Foot

Foot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 교체

크로스 커터 블레이드가 무뎌져 교체해야하는 경우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교체하여 쉽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를 제거하려면 두 끝 레버의 상단을 동시에 누른 상태로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를 빼내십시오.

아래에 표시된 긴 조각입니다.

참고 : 카트리지를 제거하기 전에 크로스 커터가 잠금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를 기계에 다시 삽입하려면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 하단의 다리를 Cameo의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 구멍 하단에 있는

홈과 정렬하십시오. 정렬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에는 크로스 커터 카트리지의 상단을 들어 올리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 될 때까지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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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without a Mat (Pop-out Cut)
The second option to cut without a mat is new to the Cameo 4 machines. For the first time ever, cut materials like paper 
and cardstock without a cutting mat. With this feature, the Cameo will make cuts but keep the material in place using 
perforation cuts in strategic places. Once the material is removed from the cutting machine, simply pop the cut design 
from the paper.

Because of a channel that runs under the blade area, the Cameo Pro can preform a special cutting action, which cuts all 
the way through the material even though there is not a cutting mat. It does this by lifting the blade in tiny segments as 
it cuts leaving part of the material connected to the full page. The resulting cut job can be popped out of the material 
once the cutting action has been completed.

1. Make sure you have a compatible Cameo model (Cameo 4 machines only) and that your machine is connected and synced with your
software.

2. Within the Page Setup panel, select “None” from the cutting mat drop-down menu just as we did with the Kiss-cut option. Set your media size
to the exact size of material you’re using. 

3. Within the Send panel, select your material type. The software knows whether to automatically choose “Cut” or “Pop-out Cut” for the action
based on your cutting mat and material selections. Paper and similar stiff materials that usually need a mat to cut completely through should
use “Pop-out Cut” when you have no mat selected in the Page Setup panel.

Here are some things to remember: 

 The Pop-out Cut mode is not intended for thin or flexible materials like copy paper or fabric. 

 The Pop-out Cut feature can be used only with the Cameo 4 machine line and the Portrait 3. If you are using any 
previous Silhouette cutting models (Cameo 3, Portrait 2, etc.), you must use a cutting mat to cut out cardstock or 
other paper materials. 

 Ensure you’ve selected the correct cut settings before cutting out your design by performing a test cut.

Cancel a Cut
Should you need to cancel a cut job that is already in progress, there are three different things 
you can do:

1. Select “Cancel” in Silhouette Studio®.

2. Press the pause button. After a few seconds, the button to unload the cutting mat flashes, indicating that you
can end the job by unloading the cutting mat.

3. Hold the Pause button on the Cameo Pro machine for five seconds. NOTE: This option doesn’t unload the
cutting mat or material automatically.

Pause

커팅 매트 없이 커팅하기 (Pop-out-Cut)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시오.

Pop-out Cut 모드는 Flexible 한 종이와 패브릭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Pop-out Cut 모드는 Cameo 4와 Portrait 3에서만 동작합니다.

기존 실루엣 커팅 모델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Cameo 3, Portrait 2 등)

이 모드로 매트 없이 카드 스톡이나 종이를 자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커팅을 진행하여 디자인을 커팅하기 전에 올바르게 설정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트없이 자르는 두 번째 옵션은 CAMEO4 Pro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커팅 매트없이 종이와 마분지 같은 재료를 자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Portrait는 커팅을 하지만 일부 특수한 위치에서 천공 절단을 사용하여 재료를 제자리에 유지하여 커팅합니다.

커팅기에서 재료가 제거되면 종이에서 커팅 된 디자인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칼날 영역 아래로 커팅 스트립으로 인해 CAMEO4 Pro는 커팅 매트가 없더라도 재료 전체를 커팅하는 특수 커팅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에 연결된 재료의 일부를 잘라내면서 블레이드를 살짝 들어올려 커팅합니다.

커팅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커팅 작업이 재료에서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1. 호환되는 CAMEO 4 Pro모델 (CAMEO 4 Pro 전용)이 있고 제품이 소프트웨어와 연결 및 동기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페이지 설정 패널 내에서 Kiss-Cut 옵션에서했던 것처럼 커팅 매트를 메뉴에서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미디어 크기를 사용중인 재료의 정확한 크기로 설정하십시오.

3. 보내기 패널에서 재료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커팅 매트 및 재료 선택에 따라 작업에 대해 "CUT"또는 "Pop-out-Cut"을

  자동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패널에서 매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트와 같이 뻣뻣한 재료는

"Pop-out-Cut"을 사용해야합니다.

커팅 취소하기
진행중인 커팅 작업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를 진행 해야합니다.

Silhouette Studio®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일시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몇 초 후 커팅 매트를 꺼내는 버튼이 깜박이며

커팅 매트를 꺼내서 작업을 종료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Cameo Pro 기기의 일시 중지 버튼을 5 초 동안 누릅니다.

참고 :이 옵션은 커팅 매트 또는 재료를 자동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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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Connectivity
The Silhouette Cameo® 4 Pro is Bluetooth® compatible and allows for wireless 
communication. This way you can send designs from a Bluetooth®-enabled device to your 
Cameo Pro to cut without your machine being plugged in to your computer.

To connect your Bluetooth® enabled Cameo Pro, ensure that Bluetooth® is activated by 
pressing the Bluetooth® button on your Cameo. The backlight will turn from white to blue, 
indicating that it is turned on.

In Silhouette Studio®, go to the Send tab. Click on the Bluetooth® icon at the bottom of the 
panel and select “Add Bluetooth® machine.” After a few seconds, the status of the Cameo will 
display as Ready in the Send panel, and the setup is complete. 

Where to Find More Information
Complete Software Manual
View the complete, illustrated User’s Manual within Silhouette Studio® by clicking Help > User’s Manual.

Website

to cut different media types with the Silhouette Cameo®.

Blog

Newsletter
Sign up for the Silhouette newsletter at SilhouetteAmerica.com to receive product updates and special offers via email.

Customer Service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customer service:

Bluetooth® 
Status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소프트웨어 매뉴얼

웹사이트

블로그

뉴스레터

사용 서비스 지원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도움말을 클릭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사용자 설명서

www.ispry.co.kr의 사용팁 페이지를 방문하여 실루엣 포트레이트로 여러 미디어 유형을 커팅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기계, 사용 방법 및 사용 팁, 가이드북, 영상 및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려면

https://ispry.tistory.com/의 이스프리 블로그를 방문하십시오.

블로그 게시물에는 실루엣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사용 팁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Silhouetteamerica.com에 가입하여 제품 업데이트 및 특별 이벤트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문의 하십시오.

ISPRY INTERNATIONAL(이스프리 인터내셔널)

support@ispry.co.kr

https://ispry.co.kr/board/free/list.html?board_no=6

Silhouette CAEMO4 PRO는 Bluetooth와 호환되며 무선통신이 가능합니다.

기계를 PC에 연결하지 않고 Bluetooth 지원 장치를 통해 CAMEO4 PRO로 디자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에서 CAMEO4 PRO를 연결하려면 CAMEO4 PRO의 Bluetooth 아이콘을 터치하여

Bluetooh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파란색 LED로 바뀌면 Bluetooth가 활성화 되있음을 나타냅니다.

Silhouette Studio에서 보내기 탭으로 갑니다. 하단에 있는 기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Bluetooth 아이콘이

그려진 CAMEO4 PRO를 선택하십시오.

몇 초 후에 CAMEO4 PRO의 상태가 준비상태로 표시되고 설정이 완료됩니다.

네이버에 "이스프리 인터내셔널"을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