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펜 사용설명서

 
커팅매트 위에 일반종이나 카드
종이를 올려놓고 실루엣에 로드
합니다. 

Silhouette Studio® software
에서 스케치할 디자인을 불러
옵니다.  

실루엣 스케치 펜을 선택하고,
캡은 제거합니다. 칼날 대신 펜
을 홀더 자리에 끼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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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세팅에서 “Silhouette Sketch  
Pen”을 선택하고, 칼날타입으로
“Sketch Pen”을 설정한 뒤, 
“Cut”을 누르면 진행됩니다. 

스케치를 마치면 종이를 매트
에서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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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의 스케치펜을 사용할 때 :



sketch pen instructions

Silhouette Studio® software
에서 스케치할 디자인을 불러 
오고, 각 선의 색을 결정합니다.

 
커팅매트 위에 일반종이나 카드
종이를 올려놓고, 실루엣에 올
려 놓습니다. 

전체 선을 선택하고, 자르기 
스타일 메뉴에서 “No Cut”
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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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으로 스케치할 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자르기 스타일
메뉴에서 “Cut”으로 설정합니다. 

커팅홀더 부분에 원하는 스케치
펜을 장착합니다. 

커팅세팅에서 “Silhouette
Sketch Pen”을 선택하고, 칼날
타입으로 “Sketch Pen”을 설정 
한 뒤 “Cut”을 누르면 진행됩
니다. 

7

각 색상별로 3~6번을 반복합
니다. 스케치가 완성될 때까지
매트를 빼놓거나, 위치를 조정
하면 안 됩니다. 

8

스케치가 끝나면 종이를 매트
에서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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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색의 스케치 펜을 사용할 때 :



스케치 펜 사용설명서

 
커팅매트 위에 일반종이나 카드
종이를 올려놓고, 실루엣에 올
려놓습니다. 

Silhouette Studio® software
에서 스케치 디자인을 열거나
만듭니다. 각 선별로 어떤 색
으로 할지, 어떤 선을 자를지 
결정합니다. 

모든 선을 선택하고, 자르기 
스타일 메뉴에서 “No Cut” 
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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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으로 스케치할 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자르기 스타일
메뉴에서 “Cut”으로 설정합니다.

커팅 홀더 부분에 원하는 스케치
펜을 장착합니다. 

 

6

커팅세팅에서 “Silhouette Sketch 
Pen”을 선택하고, 칼날타입으로
“Sketch Pen”을 설정한 뒤, 
“Cut”을 누르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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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reate a cutout of a sketch design:



스케치 펜 사용설명서

 
모든 스케치 작업이 끝나면, 
커트 스타일 메뉴에서 “No
Cut”으로 설정합니다. 

각 색상별로 3~6번을 반복합
니다. 스케치가 완성될 때까지
는 매트를 빼 놓거나, 위치를 
조정하면 안 됩니다. 

자르기 선으로 지정하려는 선
들을 선택하고, 커트 스타일
메뉴에서 “Cut”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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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소재 세팅 리스트에서
소재 타입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칼날도 설정합니다. 

홀더에 칼날을 장착시키고, 
Silhouette Studio®의 커팅메
뉴에서 “Cu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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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끝나면 종이를 매트에서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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