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모바일 Cintiq Companion과 함께

Cintiq Companion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무한한 모바일 기능과 만났습니다. 와콤의 펜과 

멀티 터치 제스쳐 기능을 통해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작업과 함께 Windows® 8이 탑재된 모바일 

신티크가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창작의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시작되는 나만의 작업 공간

작업하기에 좋은 장소에서 강력한 도구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동료들과 함께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Cintiq Companion은 여러분의 컴퓨터이자 신티크입니다. 여러분의 작업 활동에 필요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신티크의 강력한 기능 그대로

작업실을 떠나더라도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Cintiq Companion은 여러분이 그동안 와콤 신티크 액정 

태블릿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와콤 프로 펜은 전통 방식의 브러시나 마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멀티 터치 기능을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작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작업 방식으로 더욱 편하게

Cintiq Companion의 사용자 설정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르고 쉬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Adobe®, Autodesk®, Corel® 및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들과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더해져 자신만의 강력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언제나 'ON'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Cintiq Companion은 일반 태블릿 PC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Wi-Fi 전용)

전문가를 위한 창조성과 이동성 

Windows® 8 기반의 256GB SSD를 탑재한 모델과 Windows® 8 Pro 기반의 512GB SSD를 탑재한 모델,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모델 모두 인텔 Core™ i7 프로세서, 인텔 HD 그래픽스 4000, SSD, 8GB DDR 

메모리를 탑재해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Make the World Your Studio



디스플레이

스크린 크기 13.3인치

디스플레이 패널 a-Si 액티브 매트릭스 TFT LCD (IPS)

해상도 Full HD (1,920 × 1,080 픽셀)

색수 1,670만 색상

화면 비율 16 : 9

시야각 178° (89° /89° ) 수평, 178° (89°/89° ) 수직

명암 비 700 : 1

밝기 210cd/m2

반응 속도 25ms

작업 영역 294 × 165mm

태블릿 사양

운영체제 Windows® 8 또는 Windows 8® Pro

프로세서 인텔 Core™ i7-3517U 프로세서, 1.9GHz
그래픽 카드 인텔 HD 그래픽스 4000

RAM 8GB DDR3

하드디스크 256GB SSD 또는 512GB SSD

외장메모리 Micro SD 슬롯

배터리 방식 7.4V, 리튬 - 폴리머

배터리 수명 64.4Wh

고급 제어 기능

멀티 터치 지원

펜 와콤 프로 펜

압력 레벨 2,048 (펜촉과 지우개 부분)

기울기 감지 ±60°

타입 압력 감지, 무선, 무전지

스위치 사이드 스위치 2개

추가 펜심 9개의 표준 펜심

휴대용 펜 케이스 포함

기술 전자기공명방식

해상도 5,080LPI (lines per inch)

생산성 향상 기능

익스프레스키 4개 (사용자 설정 및 프로그램 지정 가능)

토글링 & 홈 버튼 4개

래디얼 메뉴 지원

온-스크린 컨트롤 지원

정밀 모드 지원

토글 메뉴 디스플레이 지원

패닝, 스크롤, 줌, 
브러시 사이즈 조절 버튼

지원

인체공학적 설계

스탠드 조절 3가지 각도 (22°, 35°,  50°), 착탈식

방향 오른손 혹은 왼손잡이 방향 지원

크기 375 × 248 × 17mm (스탠드 포함 : 375 × 248 × 19mm)

무게 1.8kg

연결
비디오 출력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USB 포트 초고속 USB 3.0 포트 2개

기타 포트 헤드폰 잭 1개

오디오 & 비디오 카메라 2개 (2MP 전면부, 8MP 후면부)
스피커 2개

네트워크 Bluetooth® 4.0, 무선 802.11b/g/n

구성품
구성품 Cintiq Companion Creative Tablet, 스탠드, 프로 펜, 펜 케이스,

표준 펜심 9개, 펜심 제거기, 신티크 소프트 케이스,
AC 어댑터, 퀵 스타트 가이드

옵션 사항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아트 펜, 클래식 펜, 그립 펜

모델 번호 DTH-W1300L DTH-W1300H
256GB / Windows® 8 512GB / Windows® 8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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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Specialized PC (SPC)이며 Windows® 8에 적합한 것으로 보증 받은 제품입니다. SPC 프로그램은 Windows® 8이 요구하는 

표준사항과 다소 다르더라도 산업 규격에 맞게 설계된 상업용 제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WindowsⓇ 8의 특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citiqcompanion.wacom.com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