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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스탬프를 만들려면 커팅기를 사용하여 스탬프 시트를 자를 수 있습니다 .

● 스탬프 시트를 접거나 구부리지 마세요 .
● 커팅기의 사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된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 스탬프 시트 또는 아크릴 블록을 직사 일광 또는 극도의 저온 또는 고온에 노출된 환경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
● 이 문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설명서의 화면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키트를 구입하신 후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

*1 이 액세서리는 소모품입니다 . 모두 사용한 후에는 CASTPS1(스탬프 시트 )을 구입합니다 . 옵션을 구입하려면 본 키트를 구입한 대리점에 문
의하세요 .

스탬프 스타터 키트

스탬프 스타터 키트에 대해

사전 주의 사항

부속물

KO

A B C D

이름

A 스탬프 시트 *1 5.9" x 7.8"(150 mm x 200 mm) : 3장

B 아크릴 블록 2.9" x 3.9"(75 mm x 100 mm)

C 스탬프 패턴 50종에 액세스하기 위한 활성화 카드

D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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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Workspace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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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사용자는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

b웹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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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와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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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탬프 패턴 범주가 CanvasWorkspace에 추가됩니다 . 

CanvasWorkspace의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클릭
하고 <Help(도움말 )>을 참조하세요 .

CanvasWorkspace에서 스탬프 패턴 활성화

http://CanvasWorkspace.Bro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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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앤컷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a스탬프 시트의 한 면에서 투명한 비닐 뒷면을 제거합니다. 
나머지 뒷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스탬프 시트를 표준 매트
에 놓습니다 . 기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시트를 잡아당깁
니다 .

참고

• 최상의 결과를 위해 투명한 비닐 뒷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스탬프 시트를 매트에 놓습니다 . 매트와 스탬프 시트 사이
에는 뒷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스탬프 시트와 뒷면 사이의 기포는 자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b CanvasWorkspace에서 스탬프 패턴을 다운로드합니다 .

c절단기에서 패턴을 검색합니다 .

d“Test(시험 )” 키를 터치하여 시험 자르기를 합니다 .

참고

• 아크릴 블록 (3" x 4"(75 mm x 100 mm))에 맞는 크기로 패
턴을 자르세요 .

• 스탬프 시트의 모서리에서 최소 5 mm로 패턴을 자르세요 . 
• 여러 개의 패턴을 정렬할 때 “패턴 간격”의 숫자를 “3” 
또는 설정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 패턴 간격이 너무 좁으면 
패턴이 깨끗이 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Start(시작 )” 키를 터치하여 시험 자르기를 시작합니다 .
• 스탬프 패턴을 피하도록 시험 패턴을 정렬합니다 .

a 자동 칼날 홀더 (검은색 )

기기에서 스탬프 패턴 검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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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매트에서 스탬프 시트를 떼어 낸 다음 시험 패턴이 잘렸는
지 확인하세요 .

g“Start(시작 )” 키를 터치하여 스탬프 패턴 자르기를 시작
합니다 .

h잘라낸 스탬프 시트에서 뒷면을 떼어 내세요 .

i잘라낸 스탬프 시트를 뒤집은 후 아크릴 블록에 놓고 블록
의 모눈을 따라서 패턴을 정렬하세요 .

참고

• 문자나 대칭이 아닌 패턴을 아크릴 블록에 놓을 때는 블록에 
놓기 전에 뒤집은 것을 확인하세요 .

j잉크를 사용하여 스탬프 패턴을 색칠하세요 .

k원하는 위치에 스탬프를 적용하세요 .

참고

• 사용이 끝난 후에 잘라낸 스탬프 시트와 아크릴 블록의 잉크
를 젖은 천이나 티슈로 닦아 낸 다음 말려서 보관하세요 .

• 남은 스탬프 시트를 사용하면 기기에서 말릴 수 있습니다 . 
패턴을 잘라낸 후 가위를 사용하여 패턴의 주변을 잘라서 정
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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