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always try to walk new paths. 
For me, being creative means freedom.

여러분의 감각을 넓히십시오. 

Cintiq 22HD 터치와 함께 여러분만의 디지털 이미지 세상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선 창조성을 최대로 이끌어 내십시오. 21.5 인치 풀 HD 디스플레이, 1980×1080 해상도, 

그리고 1,670만 가지의 색상 표현력을 통해 Cintiq 22HD 터치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혁신적 기능을 

선보입니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매끄러운 작업과 자연스러운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십시오. 

Cintiq 22HD 터치의 매혹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여러분을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두 손 안에서 펼쳐지는 창조적 작업

와콤의 압력 감지 펜과 멀티-터치 제스쳐 기능을 통해,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정확하고 직관적인

창조적 작업을 경험하십시오. 

보다 편안한 작업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스탠드는 가로 및 세로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손쉽게 원하는 작업 자세를 찾을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익스프레스키, 터치 스트립, 그리고 멀티-터치 제스쳐에 자주 쓰는 기능을 단축키로

저장해 두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Cintiq 22HD 터치는 Mac과 PC 모두와 호환되어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과 매끄럽게 상호 작동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펜, 그립, 펜촉 등의 액세서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길을 걷고자 노력합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곧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Michaela Maginot | Graphic Designer

미카엘라 마지노 | 그래픽 디자이너



펜 & 고급 제어

펜 프로 펜

압력 레벨 2,048 (펜촉과 지우개 부분)

타입 압력 감지 기능, 무선, 무전지

스위치 팁 스위치, 두 개의 사이드 스위치, 지우개

기울기 감지 ±60 레벨

펜촉 표준 펜촉(6개), 펠트 펜촉(3개), 스트로크 펜촉(1개)

펜 스탠드 포함

손잡이 라텍스 프리 실리콘 고무

기술 전자기공명방식

해상도 5,080 LPI  (lines per inch)

익스프레스키 16가지 (사용자 설정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

터치 스트립 2개 (4가지 기능, 후방 장착형)

래디얼 메뉴 가능

정밀 모드 가능

토글 메뉴 디스플레이 가능

멀티-터치 기능 가능

 운영 소요

입력 전압 AC 100~240 V, 50/60 Hz

출력 전압 DC 12V,  최대 5A

소비 전력
최대 45W 이하 (AC 110V)
슬립 모드 0.5W 이하 (USB 미연결 시)
대기 모드 0.5W 이하

 연결 단자

기본 제공 케이블 DVI-D, USB, AC 파워 케이블

PC 및 MAC 연결 USB

디스플레이 연결 DVI-I

주변 기기 연결 USB 2.0

 일반 사양

크기 650×400×67.5 mm

무게 6.7 kg

스탠드 조절 영역 좌우 ±180°, 기울기 10° ~ 65°

PC와 MAC 연결 USB

지원 운영체제
WindowⓇ 8, 7 (32/64 비트)
MacintoshⓇ OS X  v.10.6.8 이후 버전

모델 번호 DTH-2200

 디스플레이 사양

타입 아몰퍼스 실리콘을 사용한 능동형 TFT LCD
(IPS 및 LED 백라이트 기능 탑재)

화면 크기 21.5 인치

해상도 Full HD (1920×1080 픽셀)

색상 표현 1,670만 색상, 어도비 RGB의 72% 색영역

화면 비율 16:9

시야각 178̊

명암비 900:1

밝기 210 cd/m2

반응 속도 14 ms

디스플레이 영역 479×271 mm 

화소 간격 0.2475×0.2475 mm

외장 재질 눈부심 방지 코팅이 된 강화 에칭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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