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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질식 위험 . 이 키트에는 작은 부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이 키트는 연령에 관계 없이 어린이용이 아닙니다 . 제품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하세요 .

• 다리미질 직후에 전사 시트나 라인스톤을 만지지 마세요 . 그러지 않으면 부상 당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스캔앤컷 사용법은 스캔앤컷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 템플릿 시트 , 전사 시트 , 배킹 보드를 접거나 굽히지 마세요 .
● 라인스톤을 부착한 천을 세탁할 때에는 세탁 전에 옷을 뒤집으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손빨래하고 널어서 말리세요. 세탁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망을 사용하세요 . 또한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 사용 상태 및 재료와 접착성에 따라 천에서 라인스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직사 일광 , 고온 또는 다습한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
● 이 문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설명서의 화면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라인스톤 스타터 키트

중요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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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키트를 구매한 후에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 부속물은 상자에 보관하세요 .

*1 이 부속물은 소모품입니다 . 다 쓴 후에는 CARSSH1(템플릿 시트와 전사 시트 세트 ) 또는 CARSTS1(전사 시트 ) 을 구매하세요 . 옵션 품목 
구매는 이 키트를 구매한 소매업체에 문의하세요 .

*2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인스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인스톤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핫 픽스”형을 선택하세요 . 다른 유형은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핫 픽스”형의 라인스톤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

부속물

A B C D E

F G H I

이름

A 템플릿 시트 *1(검정 ) 12" × 12"(305 mm × 305 mm)

B 전사 시트 *1 12" × 12"(305 mm × 305 mm)

C 배킹 보드(재사용 가능 )(하양 ) 12" × 12"(305 mm × 305 mm)

D 위치잡이 솔

E 라인스톤 픽업 툴

F 핫 픽스 라인스톤 *2, SS20(4.6 - 4.8 mm): 클리어 약 50

G 핫 픽스 라인스톤 *2, SS10(2.8 - 2.9 mm):클리어 약 800, 핑크 약 300, 옐로 약 300

H CanvasWorkspace 라인스톤 기능을 위한 활성화 카드

I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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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Workspace를 사용하여 라인스톤의 패턴을 준비합니다 . CanvasWorkspace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라인스톤 
패턴을 제공합니다 . 또한 원래 라인스톤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a컴퓨터에서 CanvasWorkspace에 로그인합니다 . 
(http://CanvasWorkspace.Brother.com)

• 새로운 사용자일 경우 무료 계정을 만듭니다 .

b웹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를 클릭합니
다 .

c <Premium Function Activation(프리미엄 기능 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d동봉된 활성화 코드 카드의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고 
<Activate(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 카드의 은색 부분을 벗겨내면 활성화 코드가 나옵니다 .
• 대문자 “O”와 “I” 는 활성화 코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활성화 코드는 CanvasWorkspace용 로그인 ID 한 개에 대해
서만 유효합니다 . 같은 활성화 코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e활성화 확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Activate(활성화 )>를 클릭합니다 .

 <OK(확인 )>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

CanvasWorkspace에서 라인스톤 기능 활성화

http://CanvasWorkspace.Bro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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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스톤 기능을 활성화한 후 웹 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를 클릭한 다음 라인스톤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선택하여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
CanvasWorkspace에서 라인스톤 패턴을 다운로드하고 기기에서 패턴을 검색한 다음 패턴을 자릅니다 .

a뒷면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템플릿 시트를 표준 매트에 부
착하고 매트를 기기에 삽입합니다 .

b CanvasWorkspace에서 라인스톤 패턴을 다운로드합니
다 .

c기기에서 패턴을 검색합니다 .

d미리 보기 화면에서 “Cut(자르기 )”을 선택합니다 .

라인스톤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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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패턴 편집 화면에서  를 터치하고 Half Cut(하프 컷)을 

ON으로 설정합니다 .

• 하프 컷 기능은 자동 칼날 홀더가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Test(시험 )” 키를 터치하고 자동 칼날 (검은색 홀더 )을 
사용하여 시험 자르기 패턴을 자릅니다 .

g템플릿 시트의 뒷면을 Cut Pressure (Half Cut)(자르 기 
압력 ( 하프 컷 ))을 조정하여 낮춥니다 .

h시험 자르기 패턴이 제대로 잘린 경우 “Start(시작 )” 키
를 터치하고 라인스톤 패턴을 자릅니다 .

• 템플릿 시트에 롤러 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품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i라인스톤 패턴의 자르기가 완료되면 매트를 꺼내고 템플
릿을 떼어 냅니다 .

• 패턴보다 약간 크게 윤곽선을 따라 템플릿 시트를 자르세요 .

j템플릿 시트를 뒷면이 아래를 향하게 평평한 바닥에 댄 다
음 수평으로 재빨리 템플릿 시트를 떼내세요 .

 템플릿 시트에서 잘린 부분이 뒷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 템플릿 시트에서 잘린 부분 중 뒷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있
는 경우에는 송곳 같이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여 템플릿 시트
의 뒤에서부터 각각의 라인스톤 구멍을 뚫어 주세요 .

• 앞면에서 구멍을 뚫지 마세요 . 그러지 않으면 접착면이 달라
붙을 수 있습니다 .

k배킹 보드를 광택면이 위를 항하게 하여 이 키트의 상자 
안에 놓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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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템플릿 시트 컷을 배킹 보드에 부착하세요 .

m필요한 것보다 약간 많은 라인스톤을 패턴 위에 부은 다음 
위치잡이 솔을 사용하여 구멍에 라인스톤 위치를 잡아 주
세요 .

• 솔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
• 솔로 구멍에 라인스톤 위치를 잡아 주기가 어려우면 라인스톤 
픽업 툴을 사용하세요 . 라인스톤 픽업 툴의 끝을 라인스톤에 
수직으로 대고 눌러 라인스톤을 집은 다음 구멍에 맞춰 넣으
세요 . 라인스톤을 떼려면 라인스톤 픽업 툴을 옆으로 미세요 .

• 라인스톤 픽업 툴을 사용하기 전에 실리콘 부품이 툴에 끼워
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리콘 부품이 더러운 경우 라인스톤
을 집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른 천으로 먼지를 닦아 내세
요 .

• SS10 보다 큰 라인스톤의 위치를 잡을 때에는 한 번에 하나씩 
구멍에 맞추세요 . 

• SS10 및 SS20 라인스톤을 모두 사용하는 패턴의 경우에는 
SS10 라인스톤의 위치를 먼저 잡으세요 .

n모든 패턴 구멍을 라인스톤으로 채운 후에 패턴보다 약간 
크게 전사 시트를 자르고 뒷면을 떼낸 다음 라인스톤 위에 
전사 시트를 부착하세요 .

• 모든 라인스톤에 붙도록 전사 시트를 손으로 단단히 누르세
요 .

o라인스톤이 전사 시트에 부착된 것을 확인하면서 템플릿 
시트에서 전사 시트를 천천히 떼세요 . 그런 다음 장식할 
천 위에 라인스톤이 부착된 전사 시트를 놓으세요 .

p전사 시트가 부착된 천의 밑과 위에 천을 댄 다음에 중간 
온도로 설정(140-160 ℃(284-320 ℉)) 한 다리미를 사용
하여 윗천을 45-60초 동안 누르세요 .

• 표준 누름판이 부착된 다리미판을 사용하세요 . 푹신한 천을 
밑에 대면 더 쉽게 라인스톤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q다리미질 후에 밑과 위에 댄 천을 제거하고 라인스톤이 
천에 부착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사 시트를 천천히 떼세
요 .

• 전사 시트를 떼기 전에 식은 것을 확인하세요 .
• 전사 시트를 뗀 후에 라인스톤이 잘 부착되지 않았으면 밑과 
위에 천을 다시 대고 다리미로 패턴을 다시 누르세요 .

참고

• 라인스톤 구멍을 오려낸 템플릿 시트를 보관할 때에는 뒷면
을 접착면에 부착해 보관하세요 . 템플릿 시트에서 잘린 부
분이 뒷면에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할 때에는 주걱 (스파츌라 ) 
을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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