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소중한 순간, 셀피로 간직하다
9가지 다양한
크기의 인화지,
여러 가지 레이
아웃으로
멋진 사진 편집

맷의
스퀘어 포
지,
용
스티커
터
부
진
사
지!
즈 제작까
나만의 굿

www.canon-ci.co.kr
캐논 고객 센터 TEL. 1588 - 8133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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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편리한

SELPHY CP1300

Wi-Fi 사진 인화

3.2형의 고화질 틸트식 LCD 모니터로
더욱 보기 쉬워졌습니다.

더욱 커진 LCD 화면

메뉴 화면 변경

메뉴 화면 디자인 및 카테고리 설정을
변경하여 조작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Wi-Fi 기능으로 카메라와 휴대폰
및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을
간편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2.7형의 이전 모델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인화!

Wi-Fi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간편하게 사진을 인화할 수 있으며,

3.2형의 CP1300

다양한 기기에서 인화 가능

이전 모델의 메뉴 화면

CP1300의 메뉴 화면

카메라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원하는 접속 방법으로 누구나 어려움 없이 쉽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커진 액정 화면으로
이미지 확인 및 메뉴 설정이 쉽습니다.
전용 배터리 팩을 사용하면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

# 편리한 Wi-Fi 기능
# 손쉬운 사용
# 배터리 장착

이 로

하

-F
라는

이

재

선

iOS 및 Android를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Canon PRINT Inkjet/SELPHY

스

무선 인화 기능으로 편리하게
캐논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셀피 CP1300에
다양한 무선 디바이스를 접속하여 간편하게 인화하세요!
Canon PRINT Inkjet/SELPHY 앱 다운로드

SELPHY Photo Layout 2.0 앱 다운로드

는

에서도

사진 레이아웃을 내 마음대로!

AirPrint
Android

트

SELPHY Photo Layout 2.0
SELPHY Photo Layout 2.0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조작만으
로도 인쇄할 사진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OS

-F

*제품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OS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AirPrint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iOS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AirPrint 기능으로 간단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컬러
취향에 따라 화이트, 베이비핑크, 블랙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배터리 팩

(별매)

전용 배터리 팩으로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카트리지 교체 방식
모든 색의 잉크가 일체형인 카세트로
간단히 잉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Mopria
Android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Mopria
Android 스마트폰에서 Mopria Print Service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iOS

2

Andro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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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CP1300만의

날짜별 보기 기능

날짜별 보기 기능이 추가되어
인쇄할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 컬러 기능

보정 기능

생생한 이미지, 포지티브 필름, 세피아, 흑백 등의 마이 컬러
기능을 이용하여 분위기 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

셀피의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인물 사진을 더욱 멋지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생생한 이미지
[날짜별 보기] 메뉴 선택

적용 후

포지티브 필름

고운 피부 효과

날짜별 보기 목록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

셀피 CP1300은 다양한 기능으로
선명하고 깨끗하게 인화하여
개성 있는 고품질의 사진을
제공합니다.

멀티 선택 점프 기능

디스플레이 모드를 화면 단위로 전환해
사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세피아 이미지

# 다양한 기능

적용 후

흑백 이미지

적목 보정 효과

# 고품질 인화
# 다양한 레이아웃

다양한 LAYOUT

엽서 또는 L 사이즈 용지에 카드 사이즈 이미지를 2분할로 인쇄하거나
8분할 스티커 용지에 우표 모양으로 인쇄하는 등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인쇄 가능합니다.

[축소] 버튼으로 한 화면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선택

컬러 LCD

자동 사진 보정

새로운 출력 기능

300

메모가 가능한 2분할 카드 사이즈

우표 모양의 8분할 사이즈

사진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인화

WON

오버 코팅

약 300원 / 1매*

약 39초 / 1매**

앨범 보존

배터리 대응
*RP-108 기준

4

**L 사이즈 기준

2 x 6 in 인쇄

스마트폰 이미지 셔플 인쇄

엽서 사이즈 용지에 2x6" 영역으로 최대
4매의 이미지를 2세트 인쇄할 수 있습니다.

Wi–Fi를 통해 여러 개의 스마트폰에서
최대 8매의 이미지를 전송하여 한 장의
용지에 다양한 사이즈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2분할 인쇄

4분할 인쇄

8분할 인쇄

인덱스 인쇄

셔플 인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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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종류의 증명사진

표면 마무리 기능

증명사진이 필요할 때 고화질로 인화할 수 있는 셀피로 집에서 간편
하고 신속하게 증명사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규정이나
용도에 따라 43종류의 증명사진을 설정하여 인화할 수 있습니다.

유광 또는 무광 (패턴 1, 패턴 2, 패턴 3)을 선택하여 인화할 수 있어,
다양한 촉감의 특별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03

다양한 종류의

인화 용지
셀피만의 다양한 인화 용지
셀피 전용 인화 용지

총 9가지로 구성된 셀피 CP1300

패턴 1

선명하고 깨끗한 고품질 인화

패턴 2

패턴 3

카세트

용지로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을

RP-54

엽서 사이즈 일반 용지 54매

PCP-CP400

엽서 사이즈 대응 용지 카세트 (기본 동봉)

인화할 수 있습니다.

RP-108

엽서 사이즈 일반 용지 108매

PCC-CP400*

카드 사이즈 대응 용지 카세트

특히, 엽서 사이즈 / 크레딧 카드 사이즈는

KC-18IL

8분할 스티커 용지 18매

PCPL-CP400* 엽서 사이즈 및 L 사이즈 대응 용지 카세트

DIY 용지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KC-18IF

크레딧 카드 사이즈 스티커 용지 18매

KC-36IP

크레딧 카드 사이즈 일반 용지 36매

KC-18IS

정사각형 사이즈 스티커 용지 18매

KP-36IP

엽서 사이즈 일반 용지 36매

# 다양한 인화 용지

매끄럽고 선명한 색상으로 인화될 뿐만 아니라 오버 코팅 처리까지 되어
소중한 사진을 깨끗하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습니다.

KP-108IN 엽서 사이즈 일반 용지 108매
KL-36IP

* 별매 제품입니다.

배터리
NB-CP2L[H]

L 사이즈 용지 36매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포토 프린터용 배터리

오버 코팅 처리로 오래도록 깨끗하게
일반 용지

인화 마지막 과정에서 특수한 처리 (오버 코팅)가 되어 사진을
보호합니다. 물이나 먼지, 지문 등의 오염으로부터 사진을 보호
하고 색이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소중한 사진을 100년 이상
앨범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용지

(*앨범 보존 100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캐논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89mm

54mm

엽서 사이즈 (4x6)

L 사이즈 (3x5)

크레딧 카드
사이즈

(KL-36IP)

(KC-36IP)

86mm

100mm

(RP-54, RP-108,
KP-36IP, KP-108IN)

86mm

54mm

86mm

프린터 내부에서 온도를 이용하여 색의 농담을 조정하므로
잉크의 입자가 보이지 않고 색의 계조도 매끄럽고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119mm

색상을 선명하게

148mm

피부 색감도 매끄럽게
잉크를 가열하여 기체로 인화하는 SELPHY의 프린트 방식으로
인물과 풍경 모두 깨끗하게 인화됩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피부의 섬세한 색감이나 질감까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하므로 사진 속의 표정도 생생해 보입니다.

54mm

정사각형 사이즈
(KC-18IS)

54mm

크레딧 카드
사이즈

54mm

8분할
(KC-18IL)

(KC-18IF)

* 엽서 사이즈 이외의 용지를 사용할 경우 별매의 카세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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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스마트 프린터

SELPHY
SQUARE QX10

Wi-Fi 사진인화

SELPHY PHOTO LAYOUT 2.0 앱의 다양한 활용 방법

Wi-Fi 기능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을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집 기능과 이미지 처리 기능으로 사진에 필터 효과를 주거나
스탬프를 활용해 예쁘게 꾸미고 그림이나 문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터
사용 안 함

9종류의 필터

10종류의 스탬프

10종류의 프레임

6종류의 오버 코팅

Wi-Fi 기능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인화하고
SELPHY Photo Layout 2.0으로
이미지를 예쁘게 꾸미고
SELPHY SQUARE QX10으로
간편하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Wi-Fi 기능
# 사진 꾸미기
# 다양한 레이아웃

SELPHY Photo Layout 2.0 앱 다운로드

페인트 & 텍스트 입력 기능

QR 코드 스캔,
Wi-Fi 로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

iOS

Android

iOS 및 Android를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SELPHY Photo Layout 2.0
스마트폰으로 쉽고 예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SELPHY 전용 인화 & 레이아웃 앱 SPL 2.0

SELPHY Photo Layout 2.0은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쉽고 예쁘
게 편집하고, SELPHY SQUARE QX10으로 간단하게 인화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을 설치한 후 안내를 따라 SELPHY SQUARE
QX10 본체의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스마트폰과 SELPHY
SQUARE QX10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 전환
버튼으로 기존 SELPHY CP 시리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LPHY SQUARE QX10 제품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외에
Canon photo printer / Airprint (아이폰용) / Mopria (안드로이드용) 앱 사용 불가

8

페인트
기능

다양한 레이아웃
1분할부터 4분할까지 10종류의 다양한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사진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1분할

텍스트
입력 기능

2분할

3분할

페인트
• 3가지

타입: 펜, 블러 펜, 지우개
2pt, 4pt, 8pt, 14pt, 22pt로 총 5단계
• 상단에 표시된 13가지 색 지원
• 두께는

텍스트 입력
• 정렬,

기울기, 굵기 설정 가능
색과 텍스트 프레임 배경색으로 상단에 표시된 13가지 색 지원
• 최대 64자 입력 가능
• 텍스트

4분할

사진 위치
4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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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예쁜

디자인

작은 크기 예쁜 디자인

내장 배터리

가방에 넣어도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휴대가 편한 컴팩트한 바디

USB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진 인화
가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케이블 연결이나 인화지 트레이의 장착
없이 본체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인화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 여행지에도 가져가 친구나 가족에게 그 자리에서 사진을
인화하여 선물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사용 및 휴대가 편리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조작부와 공간을 최소화한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작고 세련된 디자인,

소장 가치를 높여주는
고품질의 외관과 질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
*약 445g의 가벼운 무게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합니다.

# 작다! 예쁘다!
# USB 충전

본체만으로
간편하게 인화 가능

약 31mm

# 다양한 색상

약

약1
02.2
mm

*약

mm
3.3
4
1

445g

* 잉크 카세트 / 인화지 제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색상

10

화이트, 핑크, 민트, 블랙

※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SNS에 최적화된 스퀘어 포맷 용지

SNS에 친숙한
정사각형 포맷을 지원합니다.

대칭 효과로
피사체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

스마트폰 화면에서의
뛰어난 가시성

가로 세로 비율 1:1의 스퀘어 포맷을 사용하면
사진을 심플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
니다.

세로로 긴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스퀘어 포맷
은 가시성이 좋으며, 어떤 기기에서도 충분
한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인화하여 일반 사진처럼 앨범에
보관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사진 부착이 간편해
사진을 활용한 포토 굿즈를 쉽게 제작

용지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견고하므로
그대로 사용하며 일반 인화 사진처럼 앨범에
보관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또 인화된 사진을 친구나 가족과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진을 인화하여 개인용품에 스
티커로 붙여 활용 가능합니다. 여백 부분에
메시지를 적어 선물하거나 선물에 붙여서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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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PHY
SQUARE QX10

03

선명하고 깨끗한

고품질 인화

더 밝고 선명한 인물사진 인화

염료 승화형 열전사 방식
뛰어난 계조 표현력과 아름답고 충실한 색 재현 능력을 갖춘 염료 승화형
열전사 방식을 채택, 각각의 도트로 색의 농도를 표현할 수 있어 해상도가
뛰어나고 사진이 입자감이 없는 매끄러운 계조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표현하며 하늘과 꽃 등의 계조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
습니다.

카메라부터 스마트폰 사용자까지
보다 선명한 사진 인화가 가능하며,
염료 승화 방식으로
아름다운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매끄러운 계조

아름다운 피부 톤

하이라이트에서 섀도우까지
거칠지 않은 매끄러운 계조

한층 밝고 투명한 느낌의
피부 표현

인화될 뿐만 아니라

균일한 밀도의 고농도

레드와 오렌지 컬러를 충실히 재현

오버 코팅으로 처리되어

검은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충실한 색 재현

고채도의 선명한 색 표현

잉크 필름

매끄럽고 선명한 색상으로

깨끗한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습니다.

# 염료 승화형 열전사 방식
# 선명한 사진 인화
# 앨범 보관 100년*

열
기화
인화지

가열된 잉크가 기화하여 사진을 인화
열로 잉크를 기화 (승화)시켜 인물과 풍경을 아름답게 인화할 수 있습니다. 온도로
색 농도를 조절하므로 잉크의 입자감이 없고 색 계조를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년*의 앨범 보관 수명
인화 과정 마지막에 특수 필름 처리 (코팅 마감)
를 하여 사진을 커버합니다. 사진에 광택감을
주면서 중요한 사진을 물이나 먼지로부터 보호
하여 색 번짐이나 변색을 방지합니다. 소중한
사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앨범 보관 100년"을 실현합니다.

각각의 도트로 색의 농도를 표현
하나하나의 도트가 색의 농도를 표현할 수 있어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계조
를 표현합니다. 1도트당 256 계조를 생성할 수 있어 해상도 (dpi) 수치 이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팅으로 사진을 안전하게 커버
사진의 표면에 투명한 필름 처리를 하여 화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빛, 물, 기름, 가스 등으로부터 사진을 보호하고 색이 변
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중한 사진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대까지 아름답게, 앨범 보관 100년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하여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앨범 보관 100년을 실현합니
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자식과 손자들까지 그대로 아름답
게 볼 수 있어 추억이 바래지 않습니다.

*앨범 보관 100년
앨범 보관성은 JEITA (사단 법인 전자 정보 기술 산업 협회)에
서 발행한 디지털 컬러 사진 프린트 안정성 평가 (JEITA CP3901) 규격의 실내 열저항성 시험 방법 및 수명 평가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예측값입니다.
<수명 평가 기준> 온도 23℃, 습도 50%의 환경에서의 앨
범 보관을 가정한 테스트 기준의 전망치. 단색 / 반사 OD값
(0.5,1.0)이 30% (각 색상 단위로 설정) 떨어진 시점, BK의 Y,
M, C 각 성분 (각 구성 색)의 퇴색 농도차가 15% 떨어진 시점
등을 한계 포인트로서 판단

고온
12

물방울과 먼지에도, 실수로 물을 흘려도
걱정할 필요 없이 추억을 안전하게 보관
사진에 물방울이 묻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의 표
면에 특수 필름이 코팅되어 있어 물이 묻지 않고 잉크가 번지
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수로 물을 흘린 경우에도 닦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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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활용 TIP
셀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진 인화가 가능!
셀피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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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레시피 북

메시지를 담은 선물 포장

맛있는 음식의 조리 과정을 사진으로 간편하게 담아

특별한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따로 카드를 쓰지 않아도 사진을

나만의 레시피 북을 만들어보세요.

인화하고 메시지를 적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돌 포토 카드

인테리어 소품

각종 증명사진

다꾸의 기본은 스티커! 사진을 스티커로 활용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 형식으로 간편하게

추억을 담은 사진을 벽에 걸거나 스티커로 활용해 보드에

번거롭게 스튜디오를 찾지 않아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기억하고 싶은 일상을 예쁘게 기록하세요.

보관하거나, 나만의 굿즈를 디자인해보세요!

붙여보세요. 인테리어 포인트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등을 인화할 수 있습니다.

포토 트래블 맵

가족 앨범 & 육아 일기

아이들 숙제

웰컴 보드 & 포토 테이블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모아 세상에 하나뿐인 여행 지도를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아이들 방과 후 숙제나 방학 숙제에 필요한 사진도

결혼식, 돌잔치, 생일 파티, 브라이덜 샤워 등 파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셀피를 활용해 여행 작가가 되어보세요!

앨범으로 장식하여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촬영하고 인화하여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나만의 웰컴 보드, 포토 테이블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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