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lhouettestudio
V3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2
등록 상표 .........................................................................2
면책조항 ..........................................................................2
본 설명서에 대하여 ........................................................2
1. 일반 정보 ....................................................................2

1.1 시스템 요구사항 .......................................................... 3
1.2 기능 개요 ...................................................................... 3
1.3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 ................................................. 3
1.4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트 ........................................ 4

2. Silhouette Studio 설치 .............................................4
2.1 PC에 설치 ..................................................................... 4
2.2 매킨토시에 설치 .......................................................... 4

3. 소프트웨어 기본 개요 ................................................4
3.1 소프트웨어 열기 .......................................................... 4
3.2 소프트웨어 구획 .......................................................... 5
3.3 자르기/그리기 영역 ..................................................... 6
3.4 문서 열기 ...................................................................... 6
3.5 문서 탭 ......................................................................... 6
3.6 문서 크기 ...................................................................... 7
3.7 자르기 방향 .................................................................. 7
3.8 보기 & 줌 ..................................................................... 8
3.9 설정 ............................................................................... 8

4. 이미지 그리기/편집 ................................................ 10
4.1 기본 그리기 도구 .......................................................10
4.2 이미지 편집 ................................................................11
4.3 선 도구 .......................................................................12
4.4 채우기 도구 ................................................................13

5. 텍스트....................................................................... 14
5.1 텍스트 생성 ................................................................ 14
5.2 텍스트 조작 ................................................................15
5.3 텍스트에 경로 주기 ...................................................16

6. 이미지 조작.............................................................. 16
6.1 기본 .............................................................................16
6.2 그룹/그룹 해제 ..........................................................17
6.3 복합형 패스 ................................................................ 18
6.4 이미지 이동 ................................................................ 19
6.5 회전 ............................................................................. 19
6.6 크기 조정 ....................................................................20
6.7 대칭 .............................................................................21
6.8 배열 .............................................................................21
6.9 정렬 .............................................................................22
6.10 복제 ..........................................................................23
6.11 네스팅 (Designer Edition만 해당) ........................ 24
6.12 맞대기 & 수정 옵션 ................................................ 24
6.13 오프셋 옵션 ..............................................................25
6.14 추적 옵션 .................................................................26

7. 라이브러리와 온라인 스토어 ................................. 26
7.1 라이브러리 .................................................................26
7.2 온라인 스토어 ............................................................27

8. 저장 .......................................................................... 30
9. 자르기/스케칭  ........................................................ 30

9.1 자르기 설정 ................................................................30
9.2 테스트 자르기 수행 ...................................................33
9.3 자르기 / 스케칭 .........................................................33

10. 인쇄 & 자르기 ....................................................... 33
10.1 맞춤 표시 .................................................................33
10.2 인쇄된 이미지 자르기 ............................................. 34

11. PixScan .................................................................. 34
11.1 스캐너에서 가져 오기 ............................................. 34
11.2 카메라에서 가져 오기 .............................................35
11.3 PixScan 이미지를 사용하여 ...................................35

12. 문제 해결  .............................................................. 36
12.1 일반적 문제 해결 방법 ............................................36
12.2 보정 ..........................................................................37
12.3 추가 지원 문의처 ..................................................... 38

목차



2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Silhouette America Corporation (“Silhouette America”)는 규정된 계약 
조건에 근거하여 본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권한을 구매자 및 
승인된 이용자(“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본 소프트웨어의 구매나 이용에 의해 
이용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저작권
본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등의 함께 포함된 인쇄물들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본 소프트웨어 또는 인쇄물에서 명시된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다.

2. 라이센스
이용자는 한 번에 한 대의 컴퓨터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복사 및 수정
(1) 이용자는 백업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역어셈블, 디컴파일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 결합, 변경 및 기타 방식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4. 제3자 이용
이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이의 이용과 관련된 권한을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5. 보증
((1) 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설치 CD의 물리적 결함으로 인해 적절히 
동작하지 않을 경우 Silhouette America에 연락한다. 물리적 제조상의 
결함의 경우 Silhouette America의 재량에 따라 소프트웨어 CD를 교환해 
주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2) Silhouette America는 상기의 경우에만 CD를 보증한다.
(3) Silhouette America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근거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Silhouette America나 그의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수반된 
문건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능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 
Silhouette America나 그의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수반된 매뉴얼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권리 침해, 상업적 성능 또는 특정 목적에의 
부합성과 관련된 어떠한 명시적, 암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Silhouette 
America나 그의 공급자는 어떤 경우에도 본 소프트웨어나 수반된 매뉴얼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2차적, 특별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는 소매점이 그러한 특정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용자에게 암시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Silhouette America나 그의 
공급자는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등록 상표
본 매뉴얼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그 각각의 소유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면책조항
본 매뉴얼에서 사용된 몇몇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일 
때 사용된 것으로 실제 표시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에 
기술된 기능 및 설정 레이아웃은 실제 버전의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본 설명서에 대하여
본 설명서는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커팅 장치와 호환될 수 있지만 본 
설명서는 Silhouette 또는 Silhouette SD 디지털 커팅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Silhouette 커팅 장치의 사용법은 Silhouette 하드웨어 자체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는 자르기나 스케칭을 하기 위한 Silhouette 
설정방법, 재료 로딩방법, Silhouette 하드웨어 장치에서 직접 자르기를 할 
수 있는 SD 카드 기능(Silhouette SD/CAMEO 모델만 해당)의 사용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본 설명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없이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본 설명서의 내용 및 제품 사양은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설명서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ilhouette America 또는 고객님의 
영업점에 연락하여 주세요.
(4) 본 설명서 및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의무에 대해서도 
Silhouette America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일반 정보
Silhouette Studio는 객체와 텍스트로 구성된 윤곽 및 인쇄 데이터를 
생성하고 Silhouette 디지털 크래프트 커터에 그 생성된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그리기/편집/출력 소프트웨어입니다. 미디어가 되는 재료를 자르거나 
이것에 구멍을 뚫는 등의 2차원적 작업이나 자르기 서식이나 스케칭 
라인 아트를 사용하여 3차원적 접기 모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모든 Silhouette 모델과 
호환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또한 Graphtec 플로터 모델인 CC100 – CC300 
시리즈 모델과도 호환됩니다. Silhouette America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호환 플로터 장치나 디지털 커팅 장치에 대해서는 기능과 커팅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Silhouette America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호환 
커팅 장치의 경우 인쇄 & 자르기와 같은 몇몇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Silhouette Studio는 또한 이미지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캡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과 인쇄 & 자르기 기능 사용시 맞춤 표시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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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스템 요구사항
Silhouette Stud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환경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 

Windows – Vista/7/8 (32 비트 & 64 비트)
Mac – OS X 10.5.8 버전 이상

CPU: Pentium III 800 MHz 이상
메모리: 1GB RAM 권장
모니터: 1024 x 768 트루컬러 권장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컴팩 버튼 모드 
이용 가능)
마우스 및/또는 그래픽 태블릿
CD-ROM 드라이브 (설치용)
지원하는 커팅 장치: Silhouette (오리지날), Silhouette SD, Silhouette 
CAMEO, Silhouette Portrait, Craft ROBO 및 Graphtec 모델 (CC100, CC200, 
CC300/CC330, CC300L/CC330L)
지원하는 프린터: 윈도우 또는 맥 호환 프린터 (인쇄 & 자르기 기능의 경우 
잉크젯 프린터를 강력히 권장)

1.2 기능 개요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혜택을 포함한 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 인쇄 & 자르기 기술 (프린터가 필요)
• 독점 디지털 콘텐트 다운로드
• 이미지 라이브러리의 구성 및 최적화
•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TTF(트루 타입 글꼴) 자르기
• 다음과 같은 텍스트 조작 가능:

o 단어 및 문자 겹치기
o 정렬 기능
o 문자 공백 기능
o 경로에 텍스트 맞추기

• 다음 도구를 사용하여 인쇄 및 자르기 형태로 자신만의 이미지 그리기
o 선
o 원, 정사각형,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o 다각형 & 곡선
o 자유형 그리기 도구

• 정확한 이미지 크기 조정 기능
• 여러 개의 선을 그룹으로 설정 또는 해제하여 조작 가능
• 텍스트 및 이미지의 포인트 편집 및 조작 가능
• 자유형 지우개 도구로 이미지의 부분 삭제
• 이미지 맞대기
• 그림자 매트 효과 만들기
• 다음 과 같은 이미지 조정:

o 변형
o 회전

o 정렬
o 복제
o 변경

• 다른 자르기 동작을 위한 선 유형 조작
• 사용자 정의 색, 그라디언트, 패턴으로 이미지를 채워 자신만의 인쇄 & 
자르기 이미지 생성
• 무제한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기능

1.3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는 인쇄 및 자르기 목적으로 사용될 선, 색/
그라디언트 채우기 유형의 데이터를 지닌 벡터 아트로 구성된 고유한 
.STUDIO 파일 형식을 사용합니다. Silhouette는 또한 다음과 같은 벡터 파일 
형식을 Ready to Cut 형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 GSD/GST (ROBO 마스터 프로그램 파일)
• DXF
• SVG (Designer Edition만 해당)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는 또한 다른 몇몇 벡터 및 래스터 파일 형식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인쇄 및 자르기 이미지로 사용될 선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파일 유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JPG
•BMP
• PNG
• GIF
• WMF
• PDF (Designer Edition만 해당)

Silhouette Studio은 열거나 불러올 수 있는 파일 외에도 TTF(트루 타입 글꼴) 
형식의 글꼴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글꼴이 자르기나 스케칭을 
염두해 두고 제작된 것은 아니므로 Silhouette America는 당사가 제공하는 
글꼴이 아닌 경우 그 글꼴의 품질이나 지원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Silhouet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자르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Silhouette 소프트웨어에는 간단한 선 그리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Silhouette 프로그램 내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파일 유형의 모든 특성들을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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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트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에는 50개의 사전에 제작된 디자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콘텐트는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용).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Silhouette America의 아티스트들, 독립 아티스트들 및 다양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용으로 제작한 추가 디지털 콘텐트를 이용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사전 제작 콘텐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및 콘텐트 다운로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 
설명서에서 나중에 제공됩니다.

2. Silhouette Studio 설치

2.1 PC에 설치
1. 설치 CD를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넣으세요.

2. 윈도우 비스타 및 윈도우 7 이용자: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설치 
프로그램에게 실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이 주어질 경우 SilhouetteInstaller.exe 실행을 선택하세요.

3.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세요.

4. 그러면 라이센스 계약이 표시됩니다. 제공된 정보를 세심히 읽고 검토하신 
후 설치 과정을 계속하시려면 예를 클릭하세요.

5. 설치를 원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선택을 하신 후 설치 과정을 완료하세요.

윈도우 사용자들을 위한 주의 사항: Silhouette 의 USB 코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Silhouette 기기의 전원을 켜면 “새로운 하드웨어 발견 마법사”
가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설치 CD에 있는 
드라이버를 자동적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치를 하면 Silhouette의 전원을 켤 때마다 윈도우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자동적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 매킨토시에 설치
1. 설치 CD를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으세요.

2. Silhouette Studio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드래그 및 드롭하시어 
설치 과정을 시작하세요.

3.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라이센스 계약이 나타납니다. 제공된 정보를 
세심히 읽고 검토하신 후 설치 과정을 완료하시려면 예를 클릭하세요.

3. 소프트웨어 기본 개요

3.1 소프트웨어 열기
PC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열려면 데스크톱 아이콘을 찾으신 후 
더블클릭하시거나 설치 과정 중 선택하신 경우에는 윈도우의 시작 메뉴에서 
Silhouette Studio를 선택하여 실행하세요.

매킨토시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열려면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여신 후 
Silhouette Studio를 실행하세요.

Silhouette Studio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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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houette Studio를 실행하면, 소프트웨어의 여러 위치를 탐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디자인을 클릭하여 도안을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열린 후에는 아래와 같이 시작시 이용 가능한 문서와 
작업공간을 보여 줍니다:
 

3.2 소프트웨어 구획

본 소프트웨어는 몇 개의 분할된 구역을 제공합니다. 각 버튼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논의됩니다. 그러나, 각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구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이 구역은 문서를 열고 저장하기나 프린터 
또는 Silhouette 디지털 커팅 장치에 보내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서 관리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이 구역은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복사/붙이기/자르기 및 실행 취소/다시 실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이 구역은 문서의 각 부분을 보다 가까운 
각도에서 보거나 보다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줌인 및 줌아웃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이 구역은 이미지 채우기, 선 변경, 텍스트 
속성 조정, 이미지 조정 및 복제, 페이지 및 자르기 조건 조정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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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 도구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이 구역은 이미지 선택 및 그리기, 작업공간 
영역에 직접 텍스트를 넣기 등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및 스토어 도구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이 구역은 라이브러리와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 도구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이 구역은 이미지 그룹 설정 및 선택, 아이템 
복제 및 삭제, 이미지 배치 우선순위 정하기 (이미지를 맨 앞에 
두거나 다른 이미지의 뒤로 보내기 등), 맞대기, 오프셋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3 자르기/그리기 영역
작업공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역이 있습니다:

• 흰색 작업공간
•회색 보류영역
 
흰색 작업공간은 활성화된 문서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영역에 이미지를 갖다 놓거나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회색 보류영역에 갖다 놓거나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회색 영역에 있는 이미지들은 커팅 장치나 프린터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쇄하거나 자르는 작업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이미지들은 따로 옆에 놔둘 수 있습니다. 

이 흰색 작업공간 안에는 붉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 선은 
활성화된 자르기 영역을 나타냅니다. 커팅 장치는 이 붉은색 선 안에 
있는 것들만 보거나 자를 수 있습니다. Silhouette에 보내는 모든 자르기 
이미지들은 이 붉은색 선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3.4 문서 열기
소프트웨어를 열 때마다 새 문서가 제공되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작업공간을 

선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로 
시작하려면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옵션을 이용하거나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파일을 열려면 파일 메뉴에서 열기 옵션을 이용하거나 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파일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는 열기 옵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르기 유형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 STUDIO (Silhouette Studio 파일)
• GSD/GST (Graphtec “ROBO 마스터” 프로그램 파일)
•DXF *
• SVG (Designer Edition만 해당)

* Silhouette Studio는 다음의 DXF 기능만 지원합니다: 호, 원, 타원, 선, DW폴리라인, 
스플라인, 텍스트

또한, 열기 옵션은 자르기 형식이 아닌 간단한 이미지 파일 유형도 열 수 
있고 인쇄나 추적 목적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유형 아래에서 “모든 파일들”을 선택하여 다른 유형의 파일 형식을 열 
수 있습니다.

최근 사용한 문서들의 목록은 파일 메뉴의 최근 문서 열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새로운 문서 작업공간을 여는 대신 병합 옵션을 이용하여 
파일을 사용 중인 동일한 작업공간으로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환 가능한 파일 유형의 경우 저장된 파일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의 작업 공간으로 직접 드래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 문서 탭
각 신규 문서나 열린 문서는 화면의 왼쪽 하단에 새로운 문서 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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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이름을 주어 저장할 때까지 탭에는 “Untitled”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미 이름이 있는 파일을 열 경우에는 파일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흰색 탭은 언제나 활성화된 문서를 나타내고 다른 모든 비활성화된 열린 
문서는 회색을 띕니다. 비활성화된 탭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작업공간으로 
바꿀 수 있고 열린 문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X”를 클릭하면 열린 
작업공간이 종료됩니다.

3.6 문서 크기
새 문서를 열 경우, 기본 문서 크기는 항상 원본 Silhouette, Silhouette SD, 
및 Silhouette Portrait® 모델이나 Silhouette CAMEO® 모델 전용 12” x 12” 
크기에 대해 표준 문자  크기(8 ½” x 11”)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크기를 다른 설정으로 조정하려면 보기 메뉴에서 페이지 
도구 옵션을 사용하거나 페이지 도구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페이지 도구를 사용하여 문서의 폭이나 길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사전 설정 크기를 선택하거나 수동으로 치수를 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페이지 크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크기의 최소 권장 폭은 3 인치입니다. 높이는 원하는 크기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권장 높이는 40인치입니다. 더 긴 재료 
범위도 선택할 수 있으나 길이가 40 인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커팅 과정이 
최대 권장 범위를 넘어서 계속됨에 따라 Silhouette 장치의 롤러에서 
정렬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크기의 최소 권장 높이는 3
인치입니다.

페이지 설정 메뉴에서는 재료가 캐리어 용지에 맞도록 크기가 조정되면 
캐리어 용지가 표시되어 자르기 작업을 위해 Silhouette 에 투입될 재료가 
캐리어 용지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르기 작업을 
하는 중에도 역시 표시가 되어 Silhouette에 재료를 올바르게 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리어 용지 애니메이션은 속성 설정 (3.9장에서 
설명)에서 항상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용지가 표시될 때 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캐리어 용지 보기 옵션을 
선택하여 실제 캐리어 용지 위에 인쇄된 눈금선을 참고하여 매트상에서 
이미지가 어디에서 잘리게 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퍼센트 숫자를 증가시키면 흰색 
페이지 작업공간은 좀더 투명해지고 밑에 있는 캐리어 용지를 보여 줍니다. 
100%로 설정하거나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 끝까지 움직이면 전체 캐리어 

용지를 볼 수 있고 흰색 작업공간은 완전히 투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도 빨간색 선은 여전히 자르기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빨간색 
자르기 영역을 벗어난 이미지들은 잘리지 않습니다. 캐리어 용지의 좀 

더 어두운 영역은 프린터의 인쇄 
여백 영역을 나타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3.7 자르기 방향
문서는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공간을 어떻게 
보고 싶은가에 따라 Silhouette에 보내지는 이미지는 설정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문서가 열리는 경우 가로가 언제나 디폴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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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가로 방향일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재료의 오른쪽 상단이 화면의 왼쪽 
상단과 일치하게 Silhouette으로 보내집니다:

세로 방향은 페이지 도구를 통하여 전환할 수 
있는 선택적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서가 세로 방향일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재료의 오른쪽 상단이 화면의 
오른쪽 상단과 일치하게 Silhouette으로 보내집니다:

페이지 도구는 또한 페이지를 회전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페이지 방향의 경우 
자르기 작업이 Silhouette에 보내져 잘리게 되는 
방식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회전 보기는 단지 
작업공간을 화면상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3.8 보기 & 줌
작업공간을 볼 때 종종 작업하기 힘든 작은 이미지나 이미지의 부분을 
줌인하여 보다 가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줌인
 
이 도구는 작업공간의 중심을 줌인하여 보다 가까이 보게 해 
줍니다.

줌아웃
 
이 도구는 현재 보기에서 줌아웃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선택 줌
 
이 도구는 줌인하기 원하는 영역 주위에 상자를 그려 작업공간의 
특정 영역을 줌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드래그 줌
 
이 도구를 클릭하면 아이콘은 위와 같이 드래그 줌 아이콘으로 
보입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후 홀드하면 원하는 규모로 
수동으로 줌인 또는 줌아웃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맞춤
 
페이지에 맞춤 아이콘을 클릭하면 즉시 전체 작업공간을 화면의 
중앙에 맞춥니다.

3.9 설정
편집 메뉴(PC)나 Silhouette Studio 메뉴 (맥)의 설정 메뉴에는 많은 사용자 
지정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반

이 섹션을 통해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유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또한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측정 단위와 관련하여 기본 설정을 
제공합니다. 다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길이의 단위 – 표시된 모든 측정치를 원하는 단위로 조정합니다.
• 치수 – 선택한 이미지에 따라 이미지의 측정 속성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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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였을 때 이 섹션을 통해 기본값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채우기 스타일 – 새 사용자가 작성한 이미지를 윤곽선으로만 
표시할 것인지(적색 라인 이미지 또는 회색 라인 이미지), 아니면 
단색으로 채워진 이미지(사용자가 만든 인쇄 및 절단 이미지의 생성에 
권장될 수 있음)로 생성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맞춤 표시 – 등록 마크를 켜거나 끄는 프로그램 기본값을 조정합니다.

• 페이지 방향 – 새 문서를 시작할 때마다 가로 또는 세로 방향 중에 
원하는 방향을 지정합니다.

• 날 유형 – Silhouette에 사용되는 절단 블레이드 종류를 지정합니다.

• 페이지 테두리 – 페이지 가장자리 절단에 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이 섹션에는 다음과 같은 디스플레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 앤티앨리어싱 – 라인을 작성하고 표시할 때 부드러운 톱니 모양의 
라인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샘플 속도는 라인의 부드러움을 증대시킵니다. 
“꺼짐”으로 설정하면 가장자리가 거칠어지지만 도안 속도는 증가합니다.

• 버튼 크기 – 버튼을 큰 것 또는 작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애니메이션 – 실행 취소나 재실행 작업에서 또는 확대 및 축소 중에 
움직이는 이미지와 같은 애니메이션 작업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즉석”
으로 조정하여 애니메이션을 끌 수 있습니다.

• 드로잉 영역 배경 색깔 – 비활성 작업 영역의 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곡선의 품질 – 화면에서 라인의 시각 표시를 강화합니다. 실제 절단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편집

이 섹션은 선호하는 베지어 제어 핸들 표시 방법 및 특정 수정을 적용할 때 
원하는 이미지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 설정을 제공합니다.

가져오기 옵션

여러 종류의 파일을 열 때 실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이 섹션은 프로그램의 이미지 선택 방법 또는 그리기 도구 사용을 완료할 때 
여러 그리기 도구로 계속 작업할 것인지 마칠 것인지 조정하는 기본 설정을 
제공합니다.

Silhouette 장치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 Silhouette 모델이 감지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고급

이 섹션은 추가 고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 다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구 – 모든 기본 설정을 재설정합니다.

• 라이브러리 재색인 – 라이브러리를 올바르게 로딩하거나 라이브러리 
검색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 작업을 실행하면 
라이브러리를 재색인하여 손상이나 에러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 권한 설정 – 컴퓨터 계정 권한에 따라 라이브러리에 
적절하게 엑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미리 로드한 디자인 복원 – 감지된 Silhouette 모델에 따라 미리 로드한 
디자인을 복원합니다.

• 라이브러리 재설정 중 – 이 작업은 사용자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이미지와 폴더를 삭제하고 라이브러리를 원래의 소프트웨어 설치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 OpenGL 설정 – 디스플레이 사안 선택을 처리합니다.

• HTTP 소켓 – 사용자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 이 옵션을 선택하면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미지를 구입할 때 소켓 수를 더 높게 조정하여 
다운로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IME 사용 – 비영어권 문자의 입력을 허용합니다.

• 프록시 설정 – 프록시 연결 설정에 사용됩니다.

• 패킷 크기 – Silhouette에 전송되는 정보 전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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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에 없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 옵션은 소프트웨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색 테마 버튼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색상 테마의 미리 선택된 목록을 
순환하도록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기본 어두운 회색 인터페이스 이외의 
다른 색상을 선호합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 
공간 주변의 비활성 영역의 색상 구성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미지 그리기/편집

4.1 기본 그리기 도구
Silhouette Studio는 기본 그리기 도구 세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미지를 그리고 생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모든 그리기 도구는 소프트웨어 
화면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 도구
 

선 도구를 사용하여 한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른 채 그리면 시작 점에서 수직 또는 
수평이거나 45도씩 증가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직사각형 도구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정사각형을 만들고 
키보드의 알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이미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커서 포인트가 객체의 정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도구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둥근 모서리 정사각형을 만들고 키보드의 알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이미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커서 포인트가 

객체의 정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을 선택할 경우 
직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 개의 빨간색 제어점이 생깁니다. 이것을 
드래그하여 직사각형의 위와 아래 또는 옆면의 곡선을 조정하거나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제어점 중 한 개를 드래그하여 양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 도구
 

원 도구를 사용하여 타원이나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원을 만들고 키보드의 알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이미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커서 포인트가 객체의 정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다각형 도구
 

다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끝 포인트가 시작 
포인트와 일치되어 이미지가 닫히거나 그리기를 멈추기 위해 
마우스를 더블클릭할 때까지 선이 계속 그려집니다.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시작 점이나 마우스의 마지막 점에서 수직 또는 
수평이거나 45도씩 증가하는 직선을 그립니다.

곡선 모양 도구
 

곡선 모양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끝 포인트가 시작 
포인트와 일치되어 이미지가 닫히거나 그리기를 멈추기 위해 
마우스를 더블클릭할 때까지 선이 계속 그려집니다.

자유형 그리기 도구
 

자유형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의 선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놓거나 끝 포인트가 시작 
포인트와 일치되어 이미지가 닫힐 때까지 이 도구를 사용하면 그린 
선들은 계속 연결됩니다.

부드러운 자유형 그리기
 

부드러운 자유형 그리기를 사용하면 임의의 연속 라인을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라인을 그리면 라인이 
부드럽게 전환되어 날카로운 각이 사라집니다. 이 도구로 그린 
라인은 마우스 버튼을 놓을 때까지 또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 
이미지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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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미지 편집
기존의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미지의 모든 선 위의 점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

선택 도구는 어떤 이미지를 활성화된 이미지로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화면에서 이미지들을 이동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미지를 
클릭할 때 이미지가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본 도구입니다.

점 편집
 

선택된 이미지를 더블클릭하거나 점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점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어떤 
점도 편집하여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개의 그룹 
해제된 선들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해제는 이후의 장에서 

논의됩니다. 점 편집 모드에서 나가려면 이미지를 다시 더블클릭하거나 선택 
도구를 클릭하여 보통 선택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점 편집 모드
 
점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선택된 이미지는 이미지 주위에 크기 조정 및 회전 
제어 핸들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이미지의 점 또는 노드가 보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선 위의 점들은 해당 선이 새로운 방향을 취하거나 평면 (또는 
직선) 상태에서 곡선 상태로 바뀐 곳을 나타냅니다.

점 편집 모드에서 선택된 점은 흰색으로 표시되고 다른 모든 점들은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된 점과 연관된 선택된 선은 굵은 빨강 선으로 
강조됩니다. 파란색 점을 가진 추가 선은 곡선을 조정하기 위한 핸들입니다.

점 편집 모드에서는 화면의 오른편에 점 편집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점 
편집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점 이동/조정

라인 위의 아무 점 위로나 마우스를 가져다 대어 점을 움직입니다. 편집 
가능한 점 위에서는 커서가 조정되어 해당 점을 클릭한 후 집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곡선의 경우는 파란색 점들을 집어서 
화면에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선 부분의 곡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 추가

현재 점이 없고 새로운 점을 넣어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은 곳의 선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어 점을 추가합니다. 점을 넣을 수 있는 선 위에서는 
커서가 조정되어 클릭한 후 원하는 해당 선 위치에 점을 넣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점 삭제
 

점 삭제 도구를 사용하거나 선택된 점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점 삭제 옵션을 선택하여 선택한 어떤 점이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점을 삭제하면 그 삭제된 점의 양쪽 면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연결선을 만듭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 삭제와 다르며 개별 점들을 삭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점 
편집 모드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패스 끊기
 

패스 끊기 도구를 사용하거나 선택된 점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패스 끊기 옵션을 선택하여 어떤 선 위의 점 사이 패스도 
끊을 수 있습니다. 패스를 끊으면 패스가 끊긴 원래의 선택된 
점으로부터 두 개의 새로운 점이 생깁니다.

끊긴 패스나 동일한 선의 반대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연결되지 않은 끝점은 
한 쪽의 끝점을 그 이미지의 다른 쪽 끝점으로 드래그함으로써 재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모서리
 

선택된 점에서 모서리 도구를 사용하면 선택된 교차점의 제어 
핸들을 각각 조정하여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선택 모드 점 편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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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부드럽게 도구를 사용하면 선택된 점을 조정하여 선택된 
교차점에서 부드러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만들기
 

직선으로 만들기 옵션은 선택된 선 (현재 선택된 점과 관련이 있고 
굵은 빨간색으로 강조된 선)을 평평한 직선으로 조정합니다.

곡선으로 만들기
 

곡선으로 만들기 옵션은 선택된 선 (현재 선택된 점과 관련이 있고 
굵은 빨간색으로 강조된 선)을 곡선으로 조정합니다.

단순화
 

몇몇 라이브러리 이미지나 다른 곳에서 불러온 이미지는 아주 많은 
수의 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화 도구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원래 선 모양은 유지한 채 이미지의 점들을 자동적으로 
재조정하여 가능한 한 간단한 점 모양으로 이미지를 단순화합니다.

점 편집 모드에 있는 도구 외에도 화면의 왼편에는 두 개의 추가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어떤 부분도 바로 쉽게 
지움으로써 선 이미지의 내부나 모서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칼 도구
 

칼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직선 
자르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부분들로 나누어 새롭고 독립된 
모양을 만듭니다.

4.3 선 도구
텍스트,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 라이브러리 이미지 등 
프로그램 내의 선들은 다른 속성을 지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 색 옵션
 

선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기본값이지만 원하는 어떤 
색으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선 색을 바꾸어도 자르기 방식의 
속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 색을 바꾸면 서로 다른 이미지나 
이미지의 부분을 더 쉽게 보거나, 원하는 색으로 선들을 보고자 

할 때, 인쇄될 선 색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위해 
인쇄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 색을 조정하려면 이미지를 선택한 후 위와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 색 메뉴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기본 메뉴 색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시 선 선택옵션은 언제나 “clear” 상태를 나타냅니다. 색상 
추출기 도구를 사용하여 그리기 영역의 객체에서 색을 선택하여 원하는 
색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 지우개 도구를 사용한 새 이미지

원래 이미지 칼 도구를 사용한 새 이미지

Clear 색상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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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사용자 지정 색으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색을 시각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대상을 색 스펙트럼 위로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원하는 색의 RGB (빨강 녹색 파랑)값이나 HSL (
색상 채도 명도)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 스타일 옵션
 

라인 스타일 메뉴 내에서, 라인 스타일을 단색(기본값) 또는 점선 
스타일 라인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은 각각 선택한 스타일로 
절단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선은 폭에 대한 점 크기로 나타납니다. 점 크기는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폭은 조정할 수 있지만 선은 항상 고정된 폭으로 잘리거나 
스케치됩니다. 즉, 사용하는 날이나 펜의 두께에 따릅니다. 선 스타일은 인쇄 
& 자르기 이미지의 이미지 효과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만 사용됩니다.

선 두께는 두께 옵션 바를 수동으로 드래그하거나 원하는 점 두께를 
입력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스타일 옵션은 이미지의 모서리 점에서 이미지가 보이는 방식을 
조정하는데 모서리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나타내고 둥글게는 좀 더 부드러운 
모서리를 나타냅니다.

엔드 캡 스타일 옵션은 끝이 열린 선을 조정하는데 납작하게는 선 끝에서 좀 
더 날카롭고 평평한 모서리를 만들고 둥글게는 선 끝에서 좀 더 부드럽고 
둥근 모서리를 만듭니다.

위치 옵션은 선이 채워진 이미지의 맨 앞으로 위치할 지 채워진 이미지의 
뒤로 위치할지를 조정합니다.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로 문서를 보내고자 할 경우 선택된 모양의 
선 인쇄 옵션을 사용하여 선택된 이미지들의 모든 선들을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4.4 채우기 도구
텍스트,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만든 이미지들, 라이브러리 이미지 등을 
포함한 닫힌 이미지들 (선의 시작점이 그 선의 끝점과 연결된 것)은 다른 
채우기 속성을 갖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닫힌 이미지들만 채우기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닫힌 이미지 위의 패스가 끊어질 경우 적용된 모든 
채우기 속성은 즉시 사라집니다.

채우기 색 옵션
 

닫힌 이미지들은 기본값으로 안이 비어서 표시되지만 원하는 
색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을 변경하면 서로 다른 
이미지나 이미지의 부분을 더 쉽게 보거나, 원하는 색으로 모양과 
텍스트를 보고자 할 때,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위해 인쇄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을 적용하려면 닫힌 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위와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우기 색 메뉴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기본 메뉴 색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시 선 선택옵션은 언제나 “clear” 상태를 나타냅니다. 
색상 추출기 도구를 사용하여 그리기 영역의 객체에서 색을 선택하여 
원하는 색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Clear 색상 추출기

고급 옵션 메뉴에서 원하는 사용자 지정 색으로 채우기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특정한 색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색을 
시각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대상을 색 스펙트럼 위로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원하는 색의 RGB (빨강 녹색 파랑)값이나 HSL (색상 채도 명도)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도 옵션 바를 수동으로 드래그하거나 채우기 색의 
투명도를 0%의 꽉 찬 상태와 100%의 완벽한 투명 상태 사이에서 원하는 
퍼센트 값을 입력하여 채우기 색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기 그라디언트 옵션
 

단일 색으로 이미지를 채우는 것과 비슷하게 닫힌 선 이미지를 
채우기 그라디언트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채우기 그라디언트 옵션을 적용하려면 닫힌 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위와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우기 그라디언트 메뉴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기본 메뉴 중 미리 만들어진 그라디언트 옵션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시 선 선택 옵션은 언제나 “clear” 상태를 나타냅니다. 

                                          
Clear

기본 옵션 패널 하단에 있는 방향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의 
기본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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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옵션에서는 마지막으로 선택된 채우기 그라디언트를 바탕으로 사용자 
정의 채우기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우기 그라디언트는 언제나 
최소한 2개의 색을 가지고 있고 한 색은 상단에 다른 한 색은 하단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두 색 사이에 그라디언트 범위를 생성합니다.
 

이 그라디언트 생성 도구의 왼편에 있는 색 화살표 바를 클릭하여 범위 내의 
색들 중 하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이 선택되면 바로 밑에 있는 색 선택 
도구에서 새로운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과 하단 색 사이의 
간격에 새로운 막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상단 및 하단 그라디언트 색 막대들 
사이에 있는 색 막대를 위나 아래로 슬라이드하여 새로운 그라디언트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급 옵션에서는 수동으로 각도 도구를 드래그하거나 특정 각도를 입력하여 
그라디언트 효과의 각도를 원하는 각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도 옵션 바를 수동으로 드래그하거나 채우기 그라디언트 효과의 
투명도를 0%의 꽉 찬 상태와 100%의 완벽한 투명 상태 사이에서 원하는 
퍼센트 값을 입력하여 선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기 패턴 옵션
 

마지막 채우기 옵션은 닫힌 선 이미지를 채우기 패턴으로 채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채우기 패턴을 적용하려면 닫힌 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위와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우기 패턴 메뉴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패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채우기 패턴이 선택되면 고급 옵션 메뉴에서 패턴의 방향을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거나 고정 또는 늘이기 가로 세로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의 옵션에서 수동으로 각도 도구를 드래그하거나 특정 
각도를 입력하여 간단히 사전에 설정된 각도나 원하는 각도로 패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모양을 채우는 동안 패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패턴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동으로 크기 조정 패턴 막대를 
드래그하거나 채우기 패턴을 얼마나 크거나 작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퍼센트 값을 입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옵션 바를 수동으로 드래그하거나 채우기 그라디언트 효과의 

투명도를 0%의 꽉 찬 상태와 100%의 완벽한 투명 상태 사이에서 원하는 
퍼센트 값을 입력하여 선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패턴은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  가져 오기 > 가져 오기 옵션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이미지에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내 자신의 디자인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하도록 확인을 
누릅니다. 거기에서, 작업 공간에 채울 수 있는 모든 모양으로 이미지를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음영 (Designer Edition만 해당)

작업 공간 위의 도구 모음에서 음영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영을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영 메뉴에서 음영 오프셋, 색상,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Designer Edition만 해당)

작업 공간 위의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케치 
도안을 작성합니다. 스케치 메뉴에서 스케치 가장자리, 채우기 유형, 
채우기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석 (Designer Edition만 해당)

작업 공간 위의 도구 모음에서 라인석아이콘을 클릭하여 라인스톤 
도안을 작성합니다. 라인석 메뉴에서 라인스톤 효과, 라인스톤 크기 
및 간격, 배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텍스트
Silhouette Studio는 컴퓨터에 설치된 어떤 TTF (트루 타입 글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꼴들을 프로그램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 때 Silhouette Studio는 설치된 모든 TTF 파일들을 이용하고 
이 글꼴들을 표시합니다.

5.1 텍스트 생성
글꼴을 이용하려면 소프트웨어 화면 왼편에 위치한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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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클릭하면 작업공간에 텍스트 커서가 생기고 화면에 바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선은 현재 타이핑하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커서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컴퓨터의 오른쪽 및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의 녹색 상자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의 오른쪽 모서리의 
검정색 막대를 클릭한 후 누르면서 이 상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텍스트를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텍스트를 한 개의 직선 경로에 놓을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거나 텍스트 외부를 클릭하여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성된 텍스트를 다시 더블클릭하여 단어나 문자를 
재편집할 수 있습니다.

5.2 텍스트 조작
텍스트를 만드는 동안 텍스트 화면 오른편에 텍스트 스타일 메뉴가 열려 
다양한 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글꼴
 
이 메뉴의 첫 번째 부분에는 현재 선택된 글꼴과 컴퓨터에 설치된 추가 글꼴 
옵션이 스크롤 가능하게 표시됩니다. 이 부분의 상단에는 알고 있는 글꼴의 
이름을 입력하여 특정 글꼴을 검색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 글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텍스트 상자 내에서 다른 
글꼴들과 함께 새로운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문자열에 강조 
표시를 하고 새롭게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여 다른 글꼴을 기존의 텍스트나 
문자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 모드가 아니어도 선택한 
텍스트에 새로운 글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선택된 전체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변경하게 됩니다.

글꼴 속성

 몇몇 글꼴들은 스타일 속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텍스트나 문자에 굵은체, 기울임꼴, 
밑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글꼴에 이러한 
속성이 설계되어 있고 그러한 속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이 속성들은 강조 표시를 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속성들을 적용하려면 원하는 문자나 
단어에 강조 표시를 한 후 이용 가능한 속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굵은체, 기울임꼴, 밑줄 옵션이 표시되지만 선택된 
글꼴에 추가로 이용 가능한 옵션이 설계되어 있을 
경우 이 옵션 상자 오른편에 스크롤 바가 나타나 

설계된 다른 옵션을 스크롤 다운하여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

텍스트는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맞추어 집니다만 텍스트가 여러 행에 
걸칠 경우 원하는 대로 텍스트 
맞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크기
 
텍스트 크기는 기본값이 언제나 72 포인트입니다. 이는 인쇄되는 글꼴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글꼴이 다양한 곳에서 설계되는 탓에 글꼴 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는 보통 약 1 인치 (또는 25 mm) 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인쇄 
형식 글꼴에 많이 사용되는 글꼴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 정의 숫자를 수동으로 크기 속성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응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 pt = 0.25 인치 (6 mm)
24 pt = 0.33 인치 (8 mm)
36 pt = 0.5 인치 (13 mm)
48 pt = 0.66 인치 (17 mm)
144 pt = 2 인치 (50 mm)
288 pt = 4 인치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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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치수들은 대략적인 수치들로서 글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수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생성한 
후에 원하는 크기로 다시 크기 조정을 합니다.

문자 간격

문자들은 문자 간격 옵션으로 원래 설계된 간격보다 가깝거나 멀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들의 간격은 항상 100%에서 시작하여 원래대로 위치합니다. 
숫자가 낮아지거나 슬라이드 막대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글자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숫자가 올라가거나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글자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줄 간격

생성된 텍스트가 여러 줄에 걸쳐 있을 경우 이와 유사하게 줄 간격 옵션을 
늘리거나 줄여서 텍스트 줄 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줄들의 간격은 항상 100%에서 시작하여 원래대로 위치합니다. 숫자가 
낮아지거나 슬라이드 막대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텍스트 줄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숫자가 올라가거나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텍스트 줄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5.3 텍스트에 경로 주기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텍스트 편집 모드에서는 생성된 텍스트의 
왼편에 위치한 제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어점은 드래그하여 
작업공간 내의 선 경로 위로 
직접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도구로 타원을 
만든 후 텍스트를 이 선 위로 
드래그하여 아치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경로를 적용하면 텍스트 왼쪽에서 수직 막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어 막대를 사용 가능하게 해 주어 텍스트가 
적용된 선에 대하여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텍스트를 경로에 놓거나 
경로의 위 또는 이와 나란히 또는 경로의 아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경로로 사용된 객체는 회색으로 바뀜에 유의하세요. 이것은 해당 이미지가 
자르기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용된 객체를 자르기 대상 
경로로 재설정하려면 이전에 논의된 자르기 스타일 옵션을 이용하여 회색 
경로 객체가 선택되었을 때 자르기 스타일 활성화를 선택하세요.

6. 이미지 조작
Silhouette Studio에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기본 및 고급 조작에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도구들과 이의 사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6.1 기본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처럼 Silhouette Studio는 다음과 같이 많이 
쓰이는 기본 편집 도구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이미지들은 물론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미지를 클릭하여 많은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여 원하는 만큼의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미 선택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의 선택이 해제 
됩니다.

이미지 위를 클릭한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동시에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이미지들을 둘러싸는 
방식으로도 많은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선택 내용을 
보여주는 선택 상자를 생성하는 
점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상자 안에 둘러 쌓인 
모든 이미지들은 같은 경계의 상자 
안에서 함께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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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상의 이용 가능한 모든 이미지들을 함께 선택하려면 
소프트웨어 화면 하단에 위치한 모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이 동일한 이미지들만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소프트웨어 화면 하단에 있는 색상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선택된 모든 이미지의 선택을 해제하려면 전체 
선택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붙여넣기/잘라내기 도구
 

이 도구들은 선택된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붙여 넣거나 
잘라내는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합니다. 복사하거나 
잘라낸 이미지는 컴퓨터 메모리의 가상 클립보드에 

있습니다. 클립보드에는 한 번에 한 개의 객체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미지를 복사한 후 다른 이미지를 복사할 경우 가장 최근의 이미지가 
클립보드에서 붙여 넣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은 상단 도구 모음이나 편집 메뉴, 또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거나 이 동작에 대한 표준 단축키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이미지를 붙여 넣으면 원래 이미지의 바로 오른쪽에 놓이게 되어 
쉽게 복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맨 앞으로 붙여넣기 옵션이 추가로 
제공되어 이미지의 복사본을 이미지 위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편집 메뉴, 또는 선택된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나 이 동작에 대한 표준 단축키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복제
 

복제 옵션은 선택된 이미지를 복사하여 옆에 붙여 넣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지만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수행됩니다. 이 도구 바 버튼은 소프트웨어 화면의 하단에 위치하고 

편집 메뉴나 선택된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된 이미지는 소프트웨어 화면 하단에 위치한 삭제 버튼이나 
편집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여 또는 선택된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 옵션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컴퓨터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누름으로써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다시 실행

 단순히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여 수행된 모든 동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행한 동작으로 되돌아 가려면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로운 작업공간을 처음 열었을 

때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여 실행 취소 버튼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동작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동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버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전달 (Designer Edition만 해당)
 

작업 공간 아래의 도구 모음에서 스포이트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모방하려는 형상을 클릭하고 나서 속성을 전달하려는 형상을 
선택하면 색상이나 절단 스타일과 같은 속성을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Designer Edition만 해당)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프로젝트를 레이어와 함께 가져오는 
경우,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키를 사용하여 Studio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6.2 그룹/그룹 해제
이 두 동작은 이미지들을 조작하고 조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룹 지어진 이미지들과 그룹 
해제된 이미지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선의 예입니다:

 이 이미지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시작점과 끝점을 가진 한 개의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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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중 선 이미지의 예입니다:

이 이미지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잎과 줄기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잎의 내부가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함께 그룹 지어지면 
화면에서 움직일 때 잎의 바깥쪽 선을 
움직이고 나서 중앙 부분도 별도로 
움직여서 안쪽에 정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이미지가 몇 개의 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단일 선 이미지는 다른 부분과 그룹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룹이 지어져서 구성되었고 또 그룹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룹
 

그룹 옵션을 사용하여 어떤 두 개의 선도 함께 그룹 지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움직이더라도 각자의 상대적 위치에 고정됩니다.

그룹 옵션을 사용하려면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한 후 
소프트웨어 화면 하단에 위치한 그룹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 옵션은 
객체 메뉴나 여러 개 선택된 이미지들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리하여 그룹을 
선택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룹 해제
 

한 개 보다 많은 선을 가진 이미지는 이미지를 전체로서 
조작하기보다는 그룹을 해제하여 이미지의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취급, 삭제, 회전, 크기 조정 및 기타 다른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케이크 이미지를 자르려고 할 때 이 이미지의 그룹을 
해제하여 이미지 내부의 몇몇 장식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룹이 해제되면 그룹 해제된 
각각의 이미지 부분의 둘레에 독립적 
선택상자가 나타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해제된 각각의 부분을 이용하려면 
이미지의 선택을 해제한 후 삭제나 
조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6.3 복합형 패스
복합형 패스의 개념은 얼핏 보기에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한 속성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복합형 패스는 두 개 이상의 선의 
묶음으로 안쪽 선들이 이미지 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복합형 패스는 
선들의 그룹화된 세트로서 동일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색으로 채우기 등을 
할 때 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복합형 패스는 인쇄 & 자르기 이미지를 만들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상단의 두 이미지는 누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단의 이미지들을 보면 그 차이점이 확연합니다. 왼쪽 이미지의 
경우 측면에서 보면 눈과 입으로 구성된 세트가 실제로는 세 개의 분리된 
흰색 모양으로 회색 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형 
패스가 아닌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경우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구멍과 한 개의 웃음짓는 입이 이미지 안에 박혀 있는 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ilhouette으로 이 둘의 이미지를 자르거나 스케치하면 똑 같은 
방식으로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위해 이미지를 
채워 특정한 효과를 거두고자 할 때는 이 이미지들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채워지지 않은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모든 부분은 서로 그룹지어져 있습니다.

비복합형 이미지 복합형 패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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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비복합형 이미지이고 어떤 색 특성으로 채워진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함께 그룹 지어져 있지만 모든 선 세트들은 
서로 위에 놓인 여전히 독립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모두 선택된 채우기 효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복합형 패스이고 어떤 색 특성으로 채워진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형 패스 이미지라면 이 이미지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박힌 영역이 마이너스 공간이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복합형 패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룹을 해제하여 
이미지의 여러 부분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룹 
해제 동작을 수행할 경우 복합형 패스는 즉시 
해제되고 이미지는 비복합형 패스 이미지로 
바뀝니다..

선택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복합형 패스로 
만들려면 그 모든 부분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복합형 패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복합형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복합형 패스 해제를 선택하면 반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객체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6.4 이미지 이동
이미지는 이를 선택한 후 마우스로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미지는 컴퓨터 키보드의 화살표 키들을 
사용하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 메뉴 패널을 통하여 이미지들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이미지들은 이동 옵션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방향 화살표는 선택한 방향으로 이미지들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미지가 원하는 작업공간에 위치할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위치 이동 옵션은 선택된 이미지를 현재 위치에서 입력한 치수만큼 
이동시키고 절대위치 이동 옵션은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작업공간의 특정 경로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치수 0, 0 (영, 영)
은 작업공간의 왼쪽 상단 모서리를 가리키며 값이 증가할수록 이곳에서 
오른쪽이나 밑으로 이동합니다.

6.5 회전

객체는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미지들은 항상 녹색 
회전 핸들-바를 가지고 있는데 마우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잡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메뉴 옵션은 보다 정확하고 특수한 회전 옵션을 위한 추가 
회전 옵션을 제공합니다.
 

회전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위치 회전

이 옵션들은 선택한 이미지를 현재의 각도에서 선택한 통용 각도만큼 
회전시킵니다.

절대위치 회전

이 옵션들은 선택한 이미지를 이미지의 본래의 고정된 0°를 기준으로 선택한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사용자 정의 상대위치 회전

이 옵션을 사용하면 도수 슬라이드 막대를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특정 도수를 
입력하여 선택한 이미지를 현재의 각도로부터 그만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절대위치 회전

이 옵션을 사용하면 도수 슬라이드 막대를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특정 도수를 
입력하여 선택한 이미지를 이미지의 본래의 고정된 0°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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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중심 (Designer Edition만 해당)

형상이 회전하는 지점을 조정하기 위해 회전 중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중심 조정을 위해 회전시키려는 형상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문자 
‘O’를 누르면 형상 중심에 작은 십자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새 회전 지점으로 십자선 아이콘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6.6 크기 조정
객체들은 원하는 치수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 있으나 자르기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카드종이와 
같은 두꺼운 재료를 자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복잡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두꺼운 재료로 된 이미지를 자르는 경우는 자르기 
품질이 나빠질 수 있는 예입니다.

이미지를 그리거나 선택할 때 이미지의 옆에 치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상자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어점들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이 상자의 
제어점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모양을 더 크거나 
작게 하면 됩니다. 모서리의 제어점들은 
이미지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높이와 폭을 유지하고 측면의 
제어점들은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늘립니다.

크기 조정 메뉴 옵션은 보다 정확하고 특수한 크기 조정 옵션을 
위해 크기 조정 추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크기 조정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이 옵션들은 현재 크기의 백분율로 선택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100% 아래의 숫자는 이미지를 더 작게 만들고 100%가 넘는 숫자는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크기를 현재 크기의 50%
로 조정하도록 선택하면 이미지는 절반의 크기가 되고 이미지의 크기를 
현재 크기의 200%로 조정하도록 선택하면 이미지는 두 배의 크기가 됩니다. 
원하는 어떤 백분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지정

이 옵션은 선택한 이미지의 크기를 특정 치수로 조정해 줍니다. 한쪽 치수만 
변경하면서도 이미지의 비율은 유지하고 싶을 때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옵션을 체크하면 이미지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 
1인치와 폭 2인치의 크기를 가진 이전의 잎을 예로 들면 폭을 1인치로 
조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할 때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안 할 때

자르기 (Designer Edition만 해당)

자르기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비스듬히 움직입니다. 미리 
설정된 크기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정의한 기울이기를 지정합니다.

눈금선

치수를 쉽게 보려면 선택된 이미지가 없을 때 작업공간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눈금선 보기를 클릭하거나 눈금선 메뉴에서 
눈금선을 보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 메뉴에서 눈금선 보기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눈금선 간격을 원하는 
치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눈금선의 구획 배치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구획 배치 다중 하위 구획 배치

눈금선에 맞추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이미지를 눈금선의 치수 및 구획에 
강제로 맞춥니다. 이 방법은 특별히 원하는 치수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그릴 
때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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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선의 스타일은 전통적인 사각형 눈금선이나 등각 눈금선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그릴 때 소프트웨어 내에서 치수를 
참조하기 위해서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눈금선 등각 눈금선

눈금선의 색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눈금선에 대해 비직관적 
느낌을 주는 사전에 선택된 추천 색 모음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물론 어떠한 
사용자 지정 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Edition에서, 또한 레이아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자와 
중심선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6.7 대칭
재료나 상황에 따라 이미지를 대칭 형식으로 자를 필요가 있거나 원하는 
이미지 모습을 얻기 위해 객체를 이리저리 뒤집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칭된 이미지를 만들려면 선택한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수평 
대칭이나 수직 대칭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칭 효과 없음 수평 대칭

수직 대칭 수평 및 수직 대칭

보다 많은 대칭 옵션은 객체 메뉴의 변환 하부 메뉴의 대칭 옵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대칭 이동 메뉴 옵션과 같이 이미지를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음).

또한 대칭 메뉴 옵션에서는 선택한 이미지와 대칭되는 복사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대칭되는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 위쪽으로 대칭된 복사본 아래쪽으로 대칭된 복사본

왼쪽으로 대칭된 복사본 오른쪽으로 대칭된 복사본

6.8 배열
여러 개의 이미지들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앞에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을지 그 순서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위한 채워진 이미지의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며 어떤 이미지가 다른 것의 
앞에 있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옵션은 선택한 이미지를 다른 모든 겹친 이미지들의 앞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이미지 순서 원을 선택하여 맨 앞으로 가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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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뒤로 보내기
 

이 옵션은 선택한 이미지를 모든 겹친 이미지들의 뒤로 이동합니다. 

원래 이미지 순서 삼각형을 선택하여 맨 뒤로 보냄

이 옵션들 외에도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여 선택한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지 않고 한 레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선택하여 뒤로 보냄

이와 유사하게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한 후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선택한 이미지를 맨 앞으로 가져오지 않고 한 레벨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 순서 원을 선택하여 앞으로 가져 옴

6.9 정렬

많은 이미지들은 서로 간에 정렬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렬 
옵션이 이용 가능합니다:

정중앙 (가운데 중간 정렬) 
 

이 옵션은 선택된 두 개 이상의 객체를 중앙에 위치시켜 서로의 
중간에 서로 나란히 정렬됩니다.

왼쪽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위 또는 아래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공유하는 경계 상자의 왼쪽 모서리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위 또는 아래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각자의 가운데 지점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오른쪽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위 또는 아래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공유하는 경계 상자의 오른쪽 모서리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위쪽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측면 거리는 
유지하면서 공유하는 경계 상자의 위쪽 모서리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중간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측면 거리는 
유지하면서 각자의 가운데 지점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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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정렬
 

이 옵션은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객체를 서로 간의 측면 거리는 
유지하면서 공유하는 경계 상자의 아래쪽 모서리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수평 방향 정렬
 

최소 세 개 이상의 객체가 선택될 경우 이 옵션은 모든 객체들이 
서로간에 수평으로 등거리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둡니다.

수직 방향 정렬
 

최소 세 개 이상의 객체가 선택될 경우 이 옵션은 모든 객체들이 
서로간에 수직으로 등거리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둡니다.

6.10 복제
복제는 이미지를 복사한 후 붙여 넣는 것과 비슷하지만 복사본의 
수가 많을 경우 이미지들을 여러 번 복사한 후 붙여 넣어서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 수동으로 배치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들은 또한 자르기 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복사본들을 가능한 한 서로에게 가깝게 생성합니다.

복제 옵션 기본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왼쪽 복제
 

이 옵션은 선택한 객체를 복제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복사본을 왼쪽에 배치합니다.

오른쪽 복제
 

이 옵션은 선택한 객체를 복제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복사본을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위쪽 복제
 

이 옵션은 선택한 객체를 복제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복사본을 위쪽에 배치합니다.

아래쪽 복제
 

이 옵션은 선택한 객체를 복제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복사본을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열 3개 / 열 4개
 

이 옵션들은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서로간에 수평으로 배치되도록 
두 개 또는 세 개의 추가 복사본을 일렬로 복제합니다.

컬럼 3개 / 컬럼 4개
 

이 옵션들은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여 가능한 한 객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서로간에 수직으로 배치되도록 
두 개 또는 세 개의 추가 복사본을 세로로 복제합니다.

객체 1개 회전 / 2개 회전 / 3개 회전 / 4개 회전
 

이 옵션들은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여 
원래의 이미지 위에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회전된 복사본을 복제합니다.

페이지 채우기
 

이 옵션은 선택한 개체를 복사하고 교체하며 가능한 한 많이 절삭 
영역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복제 메뉴에서는 또한 고급 옵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택한 이미지를 복제한 복사본의 숫자와 복제된 이미지들간의 거리 그리고 
사용자 지정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복사본의 수와 방향을 선택한 
경우 고급 옵션 메뉴 하단의 복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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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네스팅 (Designer Edition만 해당)
특정 디자인을 절단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스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미디어 표면을 사용하여 형상을 
중첩하거나 특정 영역을 작성하여 그 안에서 중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

미디어 사용을 선택하면 형상 중첩에 전체 미디어 표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선택함

형상을 특정 영역 내에서 중첩하고 싶으면, 먼저 작업 공간에 해당 영역을 
그립니다. 그 다음, 네스팅 메뉴에서 사용 선택함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영역 내에 네스팅이 발생합니다.

중첩하려는 형상을 모두 선택합니다. 네스팅 메뉴에서 중첩하려는 형상의 
회전 및 안쪽 여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증가 및/또는 안쪽 여백 
감소는 더 치밀한 중첩을 산출합니다.

필요한 조정을 마친 후에 중첩을 클릭하면 형상이 함께 중첩되어 공간이 
최대화됩니다. 중첩 영역에 맞춰질 형상보다 더 많은 형상을 선택한 경우,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영역에 가장 잘 맞춰지는 형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6.12 맞대기 & 수정 옵션
겹친 이미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메뉴 옵션은 겹친 이미지들을 조정할 수 있는 맞대기와 기타 고급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수정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대기
 

맞대기 옵션은 수정 메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화면의 
하단 도구 패널에도 빠른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맞대기는 두 개 
이상의 선택된 겹친 이미지들을 단일한 연속 이미지로 결합시켜 
줍니다.

겹친 선들이 있는 맞대기 되지 않은 
이미지

겹친 선들이 제거된 맞대기 된 이미지

맞대기는 자르기를 할 때 특히 유용하여 자르기 과정 중 자르기 선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교차
 

이 옵션은 적용할 경우 선택한 이미지들의 겹치는 부분 또는 
교차하는 부분만 남깁니다.

원래 이미지 교차가 적용된 때

빼기
 

이 옵션은 다른 이미지들의 앞에 있는 이미지들의 모든 겹친 
부분을 제거하여 겹친 부분은 제거된 채 뒤에 위치한 이미지만 
남도록 합니다.

원래 이미지 빼기가 적용된 때

자르기
 

이 옵션은 겹쳤을 때 최소한 두 개의 이미지가 공유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제거합니다.

원래 이미지 자르기가 적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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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빼기
 

이 옵션은 다른 이미지의 뒤에 있는 이미지의 부분을 제거합니다.

원래 이미지 모두 빼기가 적용된 때

나누기
 

이 옵션은 최대 8개의 선택된 이미지들이 교차한 곳에서 개별 
이미지들을 만듭니다.

원래 이미지 나누기가 적용된 때

선 분리
 

이미지가 채워졌거나 두껍게 정의된 선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윤곽을 분리 및 이동하여 선들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채우기 효과만 가진 이미지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복합형 패스 (만들기 / 해제)
 

이 옵션들은 복합형 패스에 대해 이전에 논의한 6.3장과 
같은 옵션들입니다. 이 도구는 겹치고 박혀 있는 
이미지들을 복합형 패스로 만들기를 하거나 복합형 패스를 
해제합니다.

6.13 오프셋 옵션
오프셋 옵션은 밑에 있는 이미지에 그림자 매트 효과를 주기 위해 
자르기-선 이미지의 윤곽을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조건을 적용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래의 시작 이미지

오프셋 메뉴에서 오프셋 동작을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이미지가 좀 더 날카로운 모서리 모양을 가지도록 하거나 좀 더 
부드럽고 둥글게 거품형 모양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동작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점이 제공되지만 슬라이드 막대를 
사용하거나 특정 치수를 입력하여 원하는 오프셋 거리만큼 오프셋 효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으면 언제든지 적용을 클릭하여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의 
속성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이미지

반대로 내부 오프셋 조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통 스케치 펜 사용을 위한 내부 선을 만들 때 적합합니다.

내부 오프셋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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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추적 옵션
추적 옵션은 자르기 선을 만들 목적으로 불러온 외부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추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America는 
당사에서 만들지 않은 이미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며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공하지 않은 제3자의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ilhouette Studio는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라이센스 
또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추적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소유한 외부 이미지를 열 때는 (3.4장에서 논의됨) 추적 옵션을 연 
후 추적 영역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을 원하는 불러온 
이미지의 영역 주위로 상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영역은 그려진 후 
추적 영역을 확대하거나 재조정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내 다른 객체들과 
같이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적 영역 선택 기능은 추적 설정 
필터에 따라 추적 영역이 적용될 원래 이미지를 노란색 영역의 오버레이로 
미리 보여줍니다. 이 필터들은 선택된 설정에 따라 원하는 추적 효과에 보다 
세련되고 자유로운 응용을 해 줍니다.

추적 효과 미리 보기를 통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적

이 옵션은 표시된 모든 노란색 미리 보기 영역 주위로 추적된 선 윤곽을 
제공합니다.

외부 모서리 추적

이 옵션은 표시된 노란색 미리 보기 영역의 외부 모서리 주위에만 추적된 
선을 만들고 잠재적 추적 경로로서 노란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모는 내부 
부분은 무시합니다.

추적 및 분리

이 옵션은 이미지의 노란색 미리 보기 영역의 외부 모서리를 추적하고 
래스터 이미지의 배경으로부터 이 영역을 분리합니다.

7. 라이브러리와 온라인 스토어
Silhouette Studio은 다운로드하거나 이용자가 만든 모든 이미지를 
쉽게 보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과 이용자들이 
새로운 콘텐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와 스토어 보기는 소프트웨어 화면의 왼편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선택되어 활성화된 패널 (작업공간, 라이브러리 또는 
스토어)을 보여 줍니다.

7.1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사전에 내장된 콘텐트와 구매한 콘텐트를 보관하고, 
분류, 정리 및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기
 

아이콘 보기 옵션을 클릭하여 이미지들을 아이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 보기 모드의 
라이브러리

또한, 목록 보기 옵션을 클릭하여 라이브러리 이미지들을 목록으로 
봄으로써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모드의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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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모드에서는 각 열의 머리 제목을 클릭하여 이미지들을 이름, 
카테고리, 아티스트, 다운로드한 날짜, 크기 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콘텐트를 보는 방식외에도 라이브러리만 볼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와 작업공간을 같이 볼 것인지에 관한 보기 
방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기 옵션들은 라이브러리와 
온라인 스토어 버튼 아래, 소프트웨어 화면의 왼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패널만 나타내는 상단 아이콘은 이용 상황에 따라 라이브러리 또는 
온라인 스토어만 표시합니다:

두 개의 패널을 나타내는 하단 아이콘은 라이브러리 또는 온라인 스토어를 
작업공간과 함께 표시합니다:

라이브러리 콘텐트 이용하기

라이브러리 이미지들을 이용하는 방법:

• 이미지를 더블클릭하여 작업공간으로 염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작업공간으로 드래그 (작업공간이 표시되어 
있을 때만 가능)

분류 & 라이브러리 관리

콘텐트가 추가되어 라이브러리가 커지는 경우 새 폴더로 라이브러리를 
차별화하고 선호에 따라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폴더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사용자 정의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폴더가 만들어 지면 폴더에 원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새 폴더를 만든 후 이미지들을 그 폴더에 드래그 및 드롭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그 선택한 폴더에 새로운 하위 폴더를 
만들거나 (모든 포함된 콘텐트와 같이) 폴더를 삭제하거나 또는 폴더의 
이름을 다시 지어줄 수 있습니다.

폴더를 차별화하는 것 외에도 라이브러리 내의 이미지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다시 짓거나 현재 폴더에서 이미지들을 분류하거나 또는 이미지 
속성을 보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속성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대로) 이미지의 설명과 연관 키워드들을 보여줍니다.

이미지나 폴더는 삭제될 경우 라이브러리의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이 
이미지나 폴더는 다시 라이브러리로 드래그함으로써 여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지통에서 콘텐트를 삭제하면 이 콘텐트는 컴퓨터에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7.2 온라인 스토어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는 Silhouette America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립 아티스트 및 회사들이 제작한 다운로드 가능한 추가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는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Silhouette의 “온라인 구매” 쇼핑 섹션은 일주일에 7일간,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

라이브러리를 차별화하기 위해 이미지들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월 
이용료를 내는 정기 이용 방식도 또한 가능합니다. 정기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들은 제공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모든 주요한 신용카드, 다운로드 카드 또는 정기 이용 크레딧을 이용해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무한 이용 (한 번 구매한 것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복구 가능 (컴퓨터 장애나 교체의 경우)

• 사양에 맞게 크기 조정 및 개별화 가능 (앞 장들에서 논의된 Silhouette 
Studio 도구를 사용)

다운로드 카드

Silhouette America는 다운로드 카드를 제공하며 카드의 다운로드 크레딧을 
사용하여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트를 구매하여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의 뒷면에는 두 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것은 카드 식별 번호입니다. 은색 보안 스트립 뒤에는 
실제 다운로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16자 코드입니다.

스토어 로그인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는 Silhouette 온라인 스토어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하며 스토어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 모서리에 “로그인 중이 아닙니다”라는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인하거나 계정이 없을 경우 계정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 이메일 주소 (로그인명이 됨) 그리고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내 계정 옵션

계정에 로그인하면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이라는 링크를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계정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내 계정 정보 변경 – 이곳에서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 다운로드 기록 – 이곳에서 모든 주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과정 중 접속이 끊어졌을 경우 주문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서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모든 디자인 복구 – 이곳에서는 컴퓨터 장애가 있거나 단순히 
컴퓨터를 교체하여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컴퓨터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전에 다운로드한 모든 콘텐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카드를 내 잔고에 추가 – 이곳에서는 다운로드 카드의 코드를 
입력하여 이용 가능한 잔고를 계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 신용카드 관리 – 정기 이용이나 개별 구매의 지불을 위해 사용되고 
보관된 신용 카드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

모든 Silhouette 이미지들은 구매의 의무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쇼핑 윈도우의 왼편에 네비게이션 도우미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이미지를 검색하는 동안 관련된 제안 내용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이미지를 찾고 있을 경우 우측 상단 모서리에서 특정 이미지의 
이름이나 용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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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테마들과 출시작을 열람하고 특정 검색을 하는 동안 다운로드하고 
싶은 이미지를 발견한 경우 장바구니에 추가 옵션을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세한 추가 내용을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련 
이미지의 목록을 보고 싶으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이미지들은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없으며 이미 소유하고 
있음이라고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체크아웃하기 전까지 이미지들을 계속 검색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미니 장바구니 미리 보기의 내 장바구니 
링크를 클릭하거나 쇼핑 윈도우 우측 상단 모서리에 있는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준비가 되면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카드나 정기 이용 크레딧으로부터 받은 잔고가 계정에 남아 있을 경우 
그 잔고로부터 대금 총액이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계정에 잔고가 없어 

구매하고자 하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의 제공이나 다운로드 카드의 코드를 계정에 추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구매 승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 받게 됩니다. 구매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스토어 상단의 패널에 라이브러리가 
나타나고 라이브러리로 다운로드되는 동안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스토어를 계속 검색하거나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모두 다운로드되면 최근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미지들을 
드래그하여 라이브러리 폴더에 원하는 대로 넣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들은 분류가 될 때까지 최근 다운로드 폴더에 계속 남게 
됩니다.

구매한 모든 이미지들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동안 구매한 글꼴들 역시 “
내 글꼴” 섹션의 라이브러리에서 참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한 이 글꼴들을 라이브러리로부터 더블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공간으로 이동되어 입력 준비된 텍스트 
커서가 나오거나 제5장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글꼴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복구

Silhouette America는 모든 Silhouette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다운로드 
기록을 보관합니다. 컴퓨터 장애가 발생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한 경우 새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Silhouette 
이용자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한 후 내 계정 옵션으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한 모든 디자인 복구를 선택합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모두 복구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미지들을 두 번째 
컴퓨터로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계정 옵션 중 내 다운로드 기록으로 
이동하여 이전에 구매한 내역의 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전에 주문한 번호를 클릭하여 주문한 것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숫자의 소유 컴퓨터로만 개별 주문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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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기능은 이용자가 만든 디자인들은 물론 복구하지 않습니다. 쇼핑 
섹션을 통하여 구매하고 다운로드한 이미지들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디자인은 파일들을 저장한 곳에서 디스크나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함으로써 백업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America는 로그인하는 고유 컴퓨터의 수를 제한하며 계정 활동이 
의심스럽거나 파일의 공개 공유를 하는 것 같은 Silhouette 등록 이용자들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삭제할 권리를 갖습니다.

8. 저장
이미지나 문서 레이아웃을 만든 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저장 옵션은 STUDIO 파일을 생성하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기본 저장 기능입니다. 이 파일들은 모든 종류의 이동식 메모리 
장치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메뉴에 있는 이 옵션을 이용하여 이미지가 저장될 때 이름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지정된 위치에도 저장이 되며 원하는 이동식 또는 
외부 메모리 장치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선택영역 저장

파일 메뉴에 있는 이 옵션은 문서에서 현재 선택된 이미지들만을 STUDIO 
파일로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어떤 지정된 위치에도 저장이 되며 원하는 
이동식 또는 외부 메모리 장치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

파일 메뉴에 있는 이 옵션은 파일을 Silhouette Studio의 라이브러리에 
저장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름, 키워드 (고급 설정에서 라이브러리를 
재색인하여 검색 가능), 설명, 아티스트, 이미지의 카테고리 유형을 입력할 
것을 요청 받습니다. 이미지를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경우 라이브러리의 내 
디자인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섹션에 추가됩니다. 이 이미지들은 수동으로 
백업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검색이 안 되므로 저장 옵션을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저장할 것을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SD에 저장
 

SD에 저장 기능은 Silhouette SD 기기로 바로 읽을 수 있는 GSP 
파일 타입으로 이미지들을 포맷합니다. 이 기능은 Silhouette SD
하고만 호환됩니다. 이 방식으로 포맷된 파일들은 Silhouette SD 

슬롯 리더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장된 후에는 Silhouette Studio나 
다른 소프트웨어로는 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Silhouette SD 기기가 GSP 파일들을 읽기 위해서는 모든 파일들은 SD 
카드의 메인 디렉토리에 “SD”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SD”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가 없을 경우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SD”
라고 이름을 지어준 후 모든 GSP 파일들을 이 폴더로 이동하거나 저장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기

이 옵션은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기와 달리 소프트웨어 내에서 만든 이미지를 
저장하는 대신 컴퓨터 상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라이브러리로 가져옵니다.

포트폴리오 CD 가져오기

이 옵션은 포트폴리오 CD나 Silhouette America가 제공하는 다른 특별 
CD로부터 콘텐트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CD들로부터 CD 
콘텐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CD를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은 후 CD
로부터 실행하는 자동 실행 또는 설치 기능을 취소하세요. 그런 다음 파일 
메뉴의 이 옵션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 자르기/스케칭 
9.1 자르기 설정

 일단 절단하거나 스케치하려고 하는 모든 이미지 및/또는 텍스트의 
준비가 완료되면, 자르기 설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미리보기 및 절단 미리보기 사이를 전환하려면 메뉴 오른쪽 
상단 구석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모두 절단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의 경우 
표준 절단 모드를 선택합니다. 보다 복잡한 프로젝트(예: 
다중 색상 스케치 또는 다중 레이어 프로젝트)의 경우 
고급 절단 모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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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절단 모드

표준 절단 모드에서는 모든 라인이 동시에 절단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절단선을 개별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지만 특정 순서대로 절단하도록 분류할 
수 없습니다.

표준 절단 모드에서는 
프로젝트에서 개별 라인의 절단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작업 공간이 
즉시 모든 라인과 선택된 속성을 
강조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라인의 절단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간단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새 라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음 라인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없음 – 이 옵션은 해당 선이 Silhouette로 보내지지 않도록 
합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선을 볼 수 있지만 잘리는 것은 
억제됩니다.

모서리 자르기 – 이 옵션은 모든 겹치는 선들의 바깥쪽 모서리를 
자르고 더 큰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속성이 같은 
선들을 억제합니다. 이 옵션은 인쇄 & 자르기 이미지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

자르기 – 이 옵션은 선택된 선이 어디에 위치하든, 겹치거나 더 큰 
이미지 안에 있든 상관없이 그 선을 자릅니다. 이 속성을 지닌 
선들은 “모서리 자르기”나 “모서리 구멍 내기” 선 유형으로 정의된 
다른 선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잘리게 됩니다.

모서리 구멍 내기 – 이 옵션은 모든 겹친 선들의 바깥쪽 모서리 
위에 점선을 뚫고 더 큰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속성이 같은 선들을 억제합니다.

구멍 내기 – 이 옵션은 선택된 선이 어디에 위치하든, 겹치거나 더 
큰 이미지 안에 있든 상관없이 그 선에 점선으로 구멍을 냅니다. 이 
속성을 지닌 선들은 “모서리 자르기”나 “모서리 구멍 내기” 선 
유형으로 정의된 다른 선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점선으로 잘리게 

됩니다.

고급 절단 모드

고급 절단 모드에는 프로젝트를 여러 단계로 분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프로젝트를 여러 색상으로 절단하려고 디자인한 경우나 
스케치한 다음 절단하려는 프로젝트에 특히 편리합니다. 라인 색상, 채우기 
색 또는 레이어에 따라 절단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선 색 -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라인 색상이 절단 메뉴에 
표시됩니다. 라인 색상을 기준으로 절단 라인을 켜거나 끄고, 자동 
결합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절단 순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 -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채우기 색상이 절단 메뉴에 
표시됩니다. 채우기 색상을 기준으로 절단 라인을 켜거나 끄고, 
자동 결합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절단 순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Designer Edition만 해당) -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레이어가 절단 메뉴에 표시됩니다. 작성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절단 
라인을 켜거나 끄고, 자동 결합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절단 
순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절단 라인 켜기 또는 끄기 - 절단 색상 또는 레이어 옆에 
있는 상자를 선택(또는 선택 취소)하여 절단 라인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동 결합 켜기 또는 끄기 - 절단 색상 또는 레이어 옆에 
있는 자동 결합 상자를 클릭하여 자동 결합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동 결합이 활성화된 경우 동일 색상 또는 
레이어를 가진 겹쳐진 형상은 함께 결합됩니다.

절단 순서 배정 - 여러 색상 또는 레이어의 절단 순서를 배정하려면 
간단하게 원하는 색상 또는 레이어를 클릭하여 절단 순서의 높은 위치 또는 
낮은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일시 정지 추가 - 일시 정지는 색상 사이에 펜이나 블레이드를 변경해야 
하는 스케치 프로젝트에 특히 유용합니다. 색상이나 레이어를 완료한 후에 
일시 정지를 예약하려면 색상 또는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Mac에서는 
컨트롤 클릭)한 다음 “일시 중지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료 유형

자료 유형 메뉴에서는 Silhouette
으로 절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료 
목록뿐만 아니라Silhouette America
에서 제시하는 모든 특수 재료 
목록도 제공합니다. 목록에서 
재료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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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목록에서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이 목록에 사용자 
정의 용지 종류를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기호를 
클릭하여 원하지 않는 재료 유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재료 유형을 선택할 때(또는 
본인 재료를 작성할 때), 권장되는 
절단 설정이 표시됩니다. 특정 재료를 
위해 이 설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장래 프로젝트를 위해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 설정을 변경하는 것보다 
사용자 정의된 설정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블레이드 설정 권장 사항 - 소프트웨어 및 실제 Silhouette 단위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블레이드 수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권장 사항은 
시각적 단서로 어떤 블레이드 설정이 절삭 도구 모델에 대한 블레이드 
유형을 기반으로 의도된 용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공합니다. 스케치 펜 
선택은 블레이드가 로드되고 절삭보다는 스케치할 때 사용하도록 의도한  
Silhouette 단위로 직접 맞는 Silhouette 스케치 펜을 의미합니다.

속도 – 속도는 초당 센티미터 x 10으로 측정됩니다. 즉, Silhouette은 초당 
10 센티미터에서 초당 100 센티미터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두꺼운 재료나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좀 느린 속도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께 – 두께는 세팅 당 약 7 그램의 힘으로 측정되며 33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ilhouette은 7 그램에서 230 그램의 힘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재료일수록 높은 두께 레벨을 필요로 합니다.

더블컷 – 이 체크 상자는 Silhouette에게 자르기 영역에 있는 모든 선들을 
두 번씩 자르도록 합니다. 두꺼운 재료들을 자를 때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용지 – 이 체크 상자는 Silhouette 캐리어 용지 (끈적끈적한 자르기용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게 알려 줍니다. 이 옵션은 재료가 
캐리어 용지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재료 사이즈에 
한해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ilhouette America가 제공하는 많은 전문 
재료 종류들은 자체적인 받침을 가지고 있어 캐리어 용지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너무 좁아 롤러가 잡을 수 없거나 자체적인 
접착용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체크해야 합니다.

추적 향상 – 이 체크 상자는 추적 향상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프로그램에게 
알려 줍니다. 이 기능은 자르기 전에 Silhouette에 재료를 여러 번 넣었다가 
빼면서 롤러가 재료를 잡고 있는 곳에 트랙을 만들어 자르기 과정 중 재료가 
트랙 위에 확실히 놓여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은 사용하는 재료 유형에 이미 
선택되어 있거나 특정 재료 유형이 자르기 도중 흘러내려 정렬이 안 되어 
잘라지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분 오버컷

재료 유형을 선택하면 원하는 옵션을 클릭하여 선분 오버컷 옵션을 다음과 
같이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꺼짐”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라인이 정상적으로 절단됩니다. “켜짐”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직선 코너가 약간의 오버컷이 있는 상태로 절단됩니다.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깔끔한 절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두껍거나 단단한 재료 유형(예: 합판)의 절단

• 여러 재료 유형에서 작은 블록 폰트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이미지의 
절단

이 옵션 기능은 둥근 모서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위에 열거된 
조건에서 최고의 절단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 오직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이미지에만 효과적입니다.

고급 절단 설정

고급 절단 설정 메뉴는 Silhouette으로 특별한 
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르기 작업 후 옵션 - 기점으로 돌아감 옵션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재료를 원래 시작 지점으로 
단순하게 되돌립니다. 피드 옵션은 원래의 원점을 
초과하여 재료를 계속 공급합니다.

레이어 정렬 - 정렬 안함 옵션은 이미지를 원래 
배치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반면에 조건에 따라 
레이어 그룹화는 문서에 존재하는 레이어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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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기 선 정렬 - 이 일련의 옵션을 사용하면 작업의 절단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 안함 옵션은 특정 순서 작업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레이아웃에 따라 이미지를 절단하게 됩니다. 속도 최대화 옵션은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절단하기 위해 절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롤러 이동 
최소화 옵션은 롤러의 전후 이동을 되도록 최소화하여 작업을 절단하기 
때문에 감소된 롤러 이동이 이득이 되는 보다 정교한 재료를 절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부 윤곽 먼저 정렬 확인란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지 내부를 
먼저 절단할 것인지(선택한 경우), 아니면 절단 과정 중에 단순히 내부를 
이미지의 모든 다른 부분과 함께 절단할 것인지(선택 취소한 경우), 제어할 
수 있습니다.

9.2 테스트 자르기 수행
사전에 정의된 미디어 유형이든 새로운 사용자 정의 미디어 유형이든 
상관없이 이전에 잘라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재료를 자를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 자르기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시 깨끗한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자르기를 수행하려면 날 위치 화살표를 클릭하여 날을 
움직여서 Silhouette 기기에 장착된 재료 위에 놓습니다.
 
조금 잘라보고 싶은 곳에 날이 위치하면 테스트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Silhouette이 삼각형이 들어간 작은 사각형을 잘라내게 
되어 이로써 결과를 가늠해 보고 조정이 필요한 설정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 자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3 자르기 / 스케칭
정확한 설정을 선택하고 현재 작업공간을 Silhouette으로 보낼 준비가 
되었다면 재료가 적절히 장착되었는지 그리고 자르기 작업을 위해 정확한 
날 캡을 선택하였는지 또는 스케칭을 하는 경우라면 펜을 장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Please refer to the “Silhouette Quick Start Guide” received with your 
Silhouette for further instruction on proper blade and cutting mat 
preparation with your Silhouette electronic cutting tool. 

CAMEO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절단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는 사용 중인 미디어 크기에 따라 롤러를 적절한 거리 설정으로 
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단을 진행하면서 불확실한 경우 
Silhouette에 전송 페이지는 어떤 롤러 설정을 사용할지 안내합니다. 또한, 
CAMEO 롤러 조정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Silhouette 빠른 
시작 안내서”를 참조합니다.

절단 실행

재료를 Silhouette에 로딩하고 적절한 절단 설정을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Silhouette에 전송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Silhouette으로 보내기 아이콘 또는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완료되면, 수동으로 공급 노브(원본 Silhouette)를 롤링하거나 
Silhouette(Silhouette SD 및 CAMEO 모델) 상의 엔터키나 Portrait 상의 
언로드 버튼을 눌러 절삭 매트 및/또는 재료를 언로드할  수 있습니다.

10. 인쇄 & 자르기
Silhouette과 Silhouette SD는 Silhouette Studio가 보낸 인쇄된 작업을 읽어 
작업공간에 정의된 윤곽 선들을 인쇄 정보대로 자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에 있는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채우기 
색이나 효과로 인쇄를 한 후 인쇄된 용지를 Silhouette에 공급하여 인쇄된 
이미지의 둘레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10.1 맞춤 표시
Silhouette과 Silhouette SD는 Silhouette Studio가 인쇄한 표시를 읽을 수 
있는 광학 스캐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시를 맞춤 표시라고 부릅니다. 
이 표시들은 작업공간 둘레에 인쇄되며 Silhouette의 광학 스캐너에 의해 
자르기 전에 읽혀 집니다. 그리하여 Silhouette은 이 마크들의 위치에 따라 
3각 측량을 하여 인쇄된 이미지 주위에 자르기 선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춤 표시는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들을 인쇄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마크들을 이용하려면 맞춤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맞춤 표시 보기 체크 상자를 클릭하여 맞춤 표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원할 경우 이 표시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들을 
작게 할 수도 있지만 Silhouette이 표시들의 위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광학 
스캐너가 표시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맞춤 표시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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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들 둘레는 해시 마크로 채워짐에 유의하세요.
 
이 해시 마크 채우기는 광학 스캐너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는 인쇄 정보가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0.2 인쇄된 이미지 자르기
맞춤 표시가 표시되면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Silhouette이 인쇄 정보 주위를 스캔하고 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Silhouette은 이 맞춤 표시를 이용하여 
인쇄된 이미지 둘레로 자르기 선들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인쇄된 이미지 주위에 자르기로 정의된 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9 페이지의 자르기 스타일에 관한 장을 참조).<-------
CHANGE THIS

다음은 인쇄 & 자르기 작업의 예입니다.

이 경우 프린터는 인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Silhouette은 
자르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작업이 준비가 되면 인쇄 옵션을 이용하여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쇄가 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서 더 이상 문서에 추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체가 이동하고 인쇄나 자르기 정보의 위치가 
변경되면 문서를 다시 인쇄해야 합니다.

Silhouette의 자동 맞춤 표시 읽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앞 장에서 지시한대로 
작업을 설정하세요. 자르기 전에 맞춤 표시 감지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동 감지 과정을 진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Silhouette의 광학 스캐너가 표시들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모든 표시들이 
성공적으로 감지되면 자르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Silhouette은 
인쇄된 이미지 주위에 정의된 선을 따라 자르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Silhouette Studio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색, 그라디언트, 
패턴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Silhouette America는 안쪽에 인쇄 정보와 
이미지 바깥 둘레에 자르기 가장자리만 갖고 있는 사전에 만들어진 특별한 
인쇄 & 자르기 이미지들을 제공하지만 Silhouette Studio가 제공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어떠한 이미지도 자르기 & 인쇄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 PixScan

PixScan 기능은 PixScan 매트의 사용을 필요로합니다 (PixScan 매트 
별도 판매).

이 기능은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에서 유래하지 않은 이미 인쇄된 
이미지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PixScan 매트는, 이미지 주위의 절단된 형상을 
제공 하든지, 또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상한 모양의 재료로 중첩시키든지, 
또는 원래 크기로 패턴을 복제 하든지, 이미지의 실제 크기에 따라 절단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11.1 스캐너에서 가져 오기

스캐너에서 직접 가져 오는 경우, 다음의 단계들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절단하고자 하는 PixScan 매트에 원하는 인쇄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중요: 이미지가 매트에 있는 검은선 테두리에 보이는 대로 매트의 절단 영역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의 PixSca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스캐너 섹션에서 가져온 것을 선택합니다.
4. PixScan 매트에 있는 이미지를 스캐너에 엎어 놓습니다.
5. 소스 드롭 다운 목록에서 당신의 스캐너를 선택하고 스캐너 옵션에서 
‘PixScan 이미지 가져오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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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PixScan 매트가 스캐너보다 더 큰 경우, 당신이 두 단계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매트의 모든 표시가 실제 이미지에 따라 캡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로 스캔하는 경우, 스캔한 이미지가 겹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지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접합시킵니다.

11.2 카메라에서 가져 오기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가져 오는 경우, 다음의 단계들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1. 절단하고자 하는 PixScan 매트에 원하는 인쇄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2. 당신의 카메라로 매트에 있는 이미지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참고 : PixScan 매트를 촬영할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조명을 고르게 합니다
· 전체 매트는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 PixScan 매트는 평평하게 합니다 
· 원하는 이미지가 블랙 컷 테두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미지를 당신의 컴퓨터에 전송합니다.
4. Silhouette Studio 소프트웨어에 있는 PixSca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파일 섹션에서 가져 오기를 선택합니다.

6. 당신이 탐색하도록 창이 뜨면 당신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7. 당신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 합니다

참고: 조정 프로필이 당신의 카메라 모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PixScan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당 일단 한번 수행하기 위해서는 PixScan 
조정만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조정

PixScan 카메라 조정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 단계들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PixScan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카메라 조정 섹션을 선택합니다

3. ‘조정 시험 카드 표시’ 옵션을 클릭합니다
4. 파일> 인쇄로 이동하고 페이지를 인쇄     

참고: 전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점의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5. 조감도에서 인쇄된 조정 페이지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참고: 조정 이미지를 촬영할때 최적의 결과를 
얻으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조명을 고르게 합니다

· 사진은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 조정 이미지는 평평한 표면에 놓습니다
· 카메라는 조정이미지와 병렬 및 일치합니다
· 조정 점만 사진에서 나타납니다

6. 당신의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 한 후에, PixScan 
패널의 카메라 조정 섹션아래에 있는 플러스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7. 당신이 탐색하도록 창이 뜨면 당신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8. 당신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 합니다

당신의PixScan 조정은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은 새로운 카메라를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사용되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에 
조정된 카메라에 대한 PixScan 카메라 조정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3 PixScan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신의 PixScan 이미지가 로드 되면, 당신의 컷 라인을 만들거나 배치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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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커팅

당신의 이미지 주위에 연결하는 컷 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6.14) ‘추적’을 참조하십시오. 추적된 PixScan 이미지에 흰색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적 후에 작은 내부 오프셋 (예  : 
0.2mm)를 추가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수 도 있습니다.

소재 중첩

스캔 또는 PixScan 매트에 촬영된 독특한 모양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의 윤곽을 찾기 위해 추적 기능 (섹션 6.1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재료의 경계에 ‘선택한 모양으로 경계 설정’을 선택 하고 이미지를 
중첩하기 위해 ‘중첩’기능 (섹션 6.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일한 모양의 재료로 절단 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정확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문제 해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 문제들의 해결 방법 목록과 추가 지원 정보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1 일반적 문제 해결 방법

날이 재료를 자를 수 없는 경우

오리지날 Silhouette을 사용하는 경우 날 위의 홈 (날 바닥의 검정색 “
지느러미”)이 오른쪽으로 3시 방향의 파란색 전원 등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홈이 이 방향을 향하고 제자리에 고정되면 날은 약간 내려지며 
이에 따라 자를 때 더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리지날 
Silhouette에만 해당합니다.

어떤 Silhouette 모델을 사용하든 최근에 캡을 교체하기 위해 날을 빼낸 적이 
있다면 날의 위치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날이 홀더에 완전히 
장착되지 않으면 자를 때 깔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체크하려면 날을 푼 후 록 레버를 제자리에 고정한 채 날을 돌려서 아래로 
밀어 넣어 홀더 아래 끝까지 장착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Silhouette 자르기 
설정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얕은 깊이로 자르기를 하거나 캡이 얇은 
것(파란색이나 노란색)일 경우에는 자르고자 하는 종이나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자르기 설정 또는 날의 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자르기 
전에 테스트 자르기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하려는 미디어 종류에 맞게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테스트 자르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설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테스트 자르기가 제대로 되면 실제 자르기 작업도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깔끔하게 잘리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Silhouette 자르기 설정에서 더블컷 옵션을 사용해 자르기 작업 중 문제가 
있는 영역에 한 번 더 자르기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를 때 이미지가 정렬되지 않을 경우

자체 접착용 받침이 없는 보통 종이나 두꺼운 종이를 자를 때는 그 종이를 
캐리어 용지에 장착하세요. 이 문제는 커팅 매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캐리어 용지의 사용이 필요한 재료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트의 라이너가 제거되어 
끈적끈적한 표면이 노출되고 자르는 동안 재료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확인하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매트가 접착력을 읽고 종이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르는 동안 종이가 밀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팅 매트를 사용하고 있고 종이가 커팅 매트 위에 제대로 
장착하였으며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한 경우라면 이 문제는 캐리어 용지나 
재료를 주변보다 높이 위치한 가이드에 맞추지 않고 Silhouette 기기의 
왼편에 맞추어 장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캐리어 용지나 자를 재료를 이 
가이드에 제대로 맞추지 않고 두 개의 흰색 롤러 사이에서 처음에 잡아주지 
않으면 자르는 동안 캐리어 용지나 재료가 밀려 이동하거나 이미지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ilhouette에 전원을 넣을 때마다 새로운 하드웨어 발견 마법사가 
나타날 경우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다면 
Silhouette을 켰거나 USB 플러그를 뽑고 나서 다시 꽂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히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하드웨어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 권장 설치를 검색해서 해당 드라이버를 
참조시키면 됩니다. 드라이버는 설치 CD에 들어있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지원 섹션의 www.silhouetteamerica.com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위해 드라이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새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찾으려고 하는 
윈도우의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을 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재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 안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드라이버 설치시 드라이버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거나 윈도우 로고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경고 메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본 드라이버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윈도우 XP, 비스타, 윈도우 7에서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드라이버 설치 과정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로딩 후 바로 언로드 미디어가 표시될 경우 (SD 모델만 해당)

이것은 에러가 아닙니다. 로딩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기기에 실제로 
로딩을 하였는지 상관없이 Silhouette은 재료가 장착되었다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통해 자를 것인지 또는 SD 카드를 통해 자를 것인지에 대한 추가 
행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표시되는 처음 옵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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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드 미디어입니다. 이것은 재료를 정확하지 않게 장착했거나 기기에 
똑바로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 표시됩니다. 자르기 과정이 종료되면 재료를 
언로드하도록 이 옵션이 표시될 것입니다.

실제로 장착된 재료가 없는데 실수로 Enter키를 누른 경우는 언로드 미디어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스크롤하여 Silhouette SD의 LCD 화면의 로딩 옵션을 
찾아 자르고자 하는 재료를 제대로 장착하면 됩니다.

캐리어 용지가 Silhouette에 낄 경우 (SD 모델만 해당)

Silhouette SD의 전원을 넣은 후 언로드 미디어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Silhouette의 LCD 화면에 있는 화살표 키들을 누르세요. 표시가 되면 Enter
키를 누르세요. 매트가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Silhouette SD의 전원을 끈 후 수동으로 매트를 기기로부터 
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Silhouette이 동작 중 소리가 큰 경우

Silhouette의 뚜껑을 열어 모터와 기기의 측면을 연결하는 테이프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기기가 켜져 있을 때 
잡음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테이프가 남아 있어도 손상이 있지는 않지만 
잡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테이프를 제거하고 Silhouette 기기의 전원을 
다시 켜세요. 그렇지 않다면 Silhouette은 안타깝게도 아주 조용한 기기는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소리는 아마도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에러: Silhouette에 연결하지 못함

작업을 Silhouette으로 보내는 Silhouette으로 보내기 화면에서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USB 접속을 체크하여 컴퓨터와 Silhouette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Silhouette 전원을 끈 후 USB 코드의 양쪽 플러그 모두 
뽑습니다. 그리고 Silhouette 전원을 다시 켠 후 USB 코드를 컴퓨터와 
Silhouette에 다시 꽂으세요. 문제가 계속되면 Silhouette Studio를 종료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하세요.

에러: 맞춤 표시 감지 실패

인쇄 & 자르기 작업을 위해 맞춤 표시를 사용할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Silhouette으로부터 미디어나 캐리어 용지를 제거한 후 다시 장착하세요. 
이 에러는 미디어나 캐리어 용지가 로딩 가이드 마크에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채 장착되거나 틀린 로딩 방법 (“Load Media”와 “Load w/Carrier”)이 
선택되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다운로드 과정이 중지되거나 다운로드 시간이 계속 증가할 경우

다운로드 과정 중 진행이 중지되거나 추정 시간이 계속 증가하여 남은 
이미지들을 다운로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동일한 경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고급을 선택하세요. 이 화면에서 남은 다운로드 숫자가 
줄어들어 계속 진행될 때까지 HTTP 소켓 설정을 늘리세요.

12.2 보정
인쇄 정보에 관련된 대로 인쇄 및 절삭 작업과 절삭 정렬에 관련된 대로, 
도구의 눈금은 절단 정렬의 조정만이 필요합니다. 등록 마크를 사용하여 
인쇄 및 절삭 작업시 인쇄된 이미지의 윤곽으로  정렬하지 않은 컷 라인을 
특별히 신경 쓸 경우에만,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Silhouette
으로 보내기 메뉴의 아무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보정을 
선택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수행할 때는 스케치 펜을 사용하여 결과를 보다 명확히 보고 이에 
따라 조정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작하려면 우선 보정 시험 페이지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프린터로 시험 
페이지를 출력합니다. 컴퓨터 화면의 보정 시험 페이지에는 어떤 조정도 
하지 마세요. 인쇄가 되면 인쇄된 용지를 화면에 표시된 대로 커팅 매트 위에 
올려 놓습니다. Silhouette SD를 사용할 경우는 기기에서 “Load w/Media” 
옵션을 선택합니다. 

장착이 되면 화면 위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날을 정렬시켜 
컴퓨터 화면에서 녹색으로 나타난 영역의 첫 번째 십자가 표시, 
즉 첫 번째 표시의 왼쪽 상단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날이 제자리에 위치하면 보정 옵션을 클릭하세요. 이 옵션은 Silhouette이 
표시를 읽어 십자가 선을 따라 스케치/자르기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어떤 선이 벗어난 경우에는 나온 스케치 또는 자르기 선이 정확히 얼마나 위 
또는 아래로,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래의 인쇄된 표시와 실제 수행된 표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수행된 수평 표시가 인쇄된 표시보다 위 또는 아래에 있을 
경우 인쇄 표시 및 실제 표시 간에 관찰된 정확한 치수에 따라 
화면 상의 수직 슬라이더 막대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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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수직 표시가 인쇄된 표시보다 위 또는 아래에 
있을 경우 인쇄 표시 및 실제 표시 간에 관찰된 
정확한 치수에 따라 화면 상의 수평 슬라이더 막대를 
조정합니다.

 
화면 상의 화살표 버튼들을 사용하여 이 동작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화면 
상에 나타난 녹색 영역을 다음 십자가 표시와 정렬시키고, 보정 버튼을 
클릭한 후 결과를 관찰하여 수행된 실제 표시가 인쇄 표시와 정렬될 때까지 
교정을 계속합니다.

거리 보정 도구는 Silhouette으로 보내기 메뉴의 아무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거리 조정을 선택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면 상에 
표시된 이미지의 측정이 실제 정확한 측정된 크기와 다를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보정 시험 페이지를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프린터로 
인쇄한 후 인쇄된 용지를 화면에 나타난 대로 커팅 매트 위에 놓습니다. 
Silhouette S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에서 Load w/ Media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착이 되면 거리 조정 시험 선 자르기 옵션을 클릭하세요. 

페이지에는 1, 2로 이름 지어진 위치에서 잘리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 사이에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한 후 거리 조정 섹션에 있는 수평 
슬라이더 막대를 조정하여 정확한 수치를 맞추세요. 수치가 조정되면 거리 
교정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정 화면을 닫고 원하는 자르기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르기 테스트 결과는 시험 페이지 상에 같은 
결과를 낳고 새로 조정된 숫자와 정렬되므로 추가 테스트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한 번만 수행합니다.

12.3 추가 지원 문의처
추가 지원 정보는 다음 장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eb: www.silhouetteamerica.com
이메일: support@silhouetteamerica.com
전화: 800.859.8243 (무료전화 미국과 캐나다만 해당)

Silhouette America 는 유타주 오렘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산악 표준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ly 30, 2014 7th edition
Silhouette America,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