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uos는 수려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펜 태블릿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과 움직임으로 드로잉, 스케치, 페인팅, 편집 작업을 

경험해 보세요. 직관적인 압력 감지 기능의 펜과 뛰어난 반응력의 

태블릿, 멀티 터치 제스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익스프레스키(ExpressKeys™)는 손끝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툴박스를 선사합니다.

제품 사양

*멀티 터치 기능은 Intuos Draw를 제외한 전 모델에서 지원

인터페이스 USB, Wireless RF(무선 키트 별도 구매 시)

압력 감지 레벨 1,024

해상도 2540 lpi (100 lines/mm)

ExpressKeys™ 4개의 어플리케이션 지정용 익스프레스키(ExpressKeys™)

무료 번들 소프트웨어,
서비스, 온라인 튜토리얼

www.wacom.com/getting-started/intuos

시스템 요구사양 USB 포트, 인터넷 연결 PC: Windows® 7, 8, 10 Mac: OS X 10.8.5 이후 버전

모델명 Intuos Draw
크리에이티브 펜 태블릿

Intuos Art
크리에이티브 펜 & 터치 태블릿

Intuos Comic
크리에이티브 펜 & 터치 태블릿

Intuos Photo
크리에이티브 펜 & 터치 태블릿

색상(크기) / 모델번호 
 
 

화이트(소형): CTL-490/W0
민트블루(소형): CTL-490/B0 
 

블랙(소형): CTH-490/K0
민트블루(소형): CTH-490/B0
블랙(중형): CTH-690/K0
민트블루(중형): CTH690/B0

블랙(소형): CTH-490/K1
민트블루(소형): CTH-490/B1

블랙(소형): CTH-490/K2

추천 작업 드로잉 & 스케치 입문 디지털 아트 & 스케치 코믹 & 만화 제작 디지털 사진 편집

펜 & 멀티 터치 작업 영역 소형: 152 x 95 mm 소형: 152 x 95 mm
중형: 216 x 135 mm

소형: 152 x 95 mm 소형: 152 x 95 mm

제품 규격 소형: 210 x 169 x 11 mm 소형: 210 x 169 x 11 mm
중형: 275 x 217 x 11 mm

소형: 210 x 169 x 11 mm 소형: 210 x 169 x 11 mm

무선 키트 옵션 / 무선 배터리 수명 지원 / 48시간 소형 & 중형: 지원 / 30시간 지원 / 30시간 지원 / 30시간

멀티 터치 지원 안 함 지원 지원 지원

무료 다운로드용 소프트웨어 ArtRage® Lite Corel® Painter® Essentials™ Clip Studio Paint Pro 
Anime Studio® Debut

Win: Corel PaintShop® Pro, 
Corel AfterShot™ Pro 
Mac: Macphun Creative Kit(Tonality 
Pro, Intensify Pro, Snapheal Pro, Noiseless 
Pro), Corel AfterShot™ Pro 

www.wacom.com

© 2015 Wa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Wacom, Intuos and their
respective logos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Wacom 
Co., Ltd. All other company names and product names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Modifications and errors excepted.

상기 내용은 별도 공지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WKRIC_1509

직관적인 압력 감지 펜 멀티 터치 기능*

ExpressKeys™

Mac, PC 연결용 USB

무선 키트(별도 판매)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

새로운 Intuos와 함께

놀라운 작품을 창조해 보세요.

창조적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

Intuos로만 
가능합니다.



나만의 창조 방식에 맞게 설계된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 가능새로운 Intuos로 여러분의 창조성을 표현해 보세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꿈이든, 

사람들이 ‘좋아요’를 꾹 눌러주는 것이 꿈이든, 

창조성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꿈이든, Intuos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박스에 담다

여러분의 예술적 야망이 무엇이든지 Intuos는 그것을 

실현시켜 줍니다. 와콤의 펜 태블릿 제품은 다운로드 가능한 유용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온라인 튜토리얼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패키지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성

Intuos 펜 태블릿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창조적 흥미를 자극하세요. 입문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Intuos는 모든 예술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Intuos Draw:  
상상력을 자극하라

이제 막 시작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중인가요? 

Intuos Draw로 재미있게 시작해 보세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펜 태블릿으로 드로잉, 페인팅, 편집 작업에 도전해 보세요.

Intuos Art:  
내 작품을 한 단계 진화시키다

이제 조금씩 예술가의 실력이 엿보이나요? 

Intuos Art와 함께 세상에 나만의 작품들을 선보이세요. 

디지털 캔버스 위에서 압력 감지 기능의 펜으로 페인팅과 

디자인 등의 창조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Intuos Photo: 
순식간에 만들어 내는 놀라운 사진

사진으로 스토리를 전해 보세요. Intuos Photo와 함께라면 나의 

스토리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프린팅하기 적절하게 편집하고, 

친구들이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Intuos Comic:  
스토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Intuos Comic은 

완벽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페이지 위에서 압력 감지 기능의 

펜으로 스케치, 잉크, 컬러 프레임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ExpressKeys™

배터리가 필요 없는 
압력 감지 펜

멀티 터치*가 
가능한 표면 *멀티 터치 기능은 Intuos Draw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