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커팅 영역
  12”x 12” (29.5 cm x 29.5 cm) with a cutting mat
  12” x 10’ (29.5 cm x 3 m) with a lined media

  최대 미디어 두께   31.5 mils (0.8 mm)

  최대 커팅압   210gf 

  SD Card Read only. 16GB, SD and SDHC compatible

  호환가능 미디어 타입
  V nyl, heat transfer material, cardstock, photo paper, copy paper, i
  rhinestone template material, fabric, and more

  인터페이스   USB 2.0 high-speed

  외형 크기   20.9” x 6.5” x 5” (53.1 x 16.5 x 12.7 cm) 

  무게   6.5 lbs (2.95 kg)

  배송 크기   24” x 11” x 11”  (61 x 28 x 28 cm)

  배송 무게   11 lbs (5 kg)

보증기간   1년

전원케이블

  칼날   Silhouette Blade (래칫 캡 포함)

  USB 케이블   High-speed 2.0

  12”커팅매트   12.75” x 13.5” (32.4 cm x 34.3 cm)

  디지털 커팅 파일   51 전용 커팅 디자인

  다운로드 카드  $10 기프트 카드(실루엣 온라인 스토어에서 디지털 디자인 구입 가능)

  소프트웨어 CD
  Silhouette Studio® design software for Windows XP and newer  
  and Mac®OS X 10.6.8 and higher

  사용 매뉴얼

Silhouette   CAMEO® Specifications

Included Standard Accessories

electonic cutting toolr

Silhouette CAMEO®는 섬유 카드 용지에서 다양한 소재의 복잡한 디자인을 잘라낼 수 있습   
니다. 컴퓨터의 모든 글꼴을 자르기 위해 포함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실루엣  
온라인 스토어에서 디자인을 다운로드 하거나, 직접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루엣 온라인 스토어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디자인 다운로드

이미 컴퓨터에 
인스톨된 글꼴을
커트한다

컴퓨터로 풀컬러 이미지를 
프린트하고, 그것을 CAMEO
로 커트한다

다른 크기의 커팅매트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정가능한 롤러

고가의 카트리지는 없습니다.
원하는 각각의 디자인만  

 

구매합니다. 

스케치 디지털 디자인은 
실루엣 스케치 펜을 
블레이드 홀더에 장착

디자인과 텍스트를 쉽게
조정 가능(최소 폭 0.6cm,
최대 30.48cm, 길이 
304.8cm)

Silhouette Studio®
 

디자인 소프트웨어

카드용지, 섬유, 비닐 등의
수작업 소재의 다양한
커트

What is it?

Silhouette CAMEO®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커팅 도구입니다. 가정용 프린터처럼, 
간단한 USB케이블로 PC 또는 MAC®에 연결합니다. 그러나 프린팅 대신, 소재의 다 
양한 배열로 당신의 디자인을 CAMEO의 작은 칼날로 커트합니다. 

포함된 구성품:

Silhouette CAMEO®    Silhouette Instructional DVD
      전자커팅 도구              Silhouette Studio® design software
USB 케이블      커팅매트
AC 어댑터, 전원케이블           조정 칼날
$10 다운로드 카드    51가지 전용 디지털 디자인

  100-240V AC 어댑터 (전원 케이블은 US/Canada, Europe, 
   South Africa, Australia와 기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