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 손쉬운 연결로 여러분의 창조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십시오.
혁신적인 와콤 인튜어스 크리에이티브 펜 태블릿은 압력 감지 기능의 펜과 멀티 터치*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스마트
디바이스로써 컴퓨터 작업 시 직관적이며, 표현력을 높여 줍니다. 그림, 페인팅, 사진 편집 등에서 당신의 창조성을
펼쳐보십시오.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Intuos 소형 -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
사용하기 편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멀티 터치 기능의 탑재 유무에 따라 두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한정된 책상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Intuos 중형 - 다채로운 디지털 캔버스
더 넓은 펜 사용 공간과 작업 시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노트북 가방에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Intuos 망가 (MANGA) - 만화 그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한정된 책상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만화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eative Pen Tablet

Intuos 펜 소형을 제외한 모든 Intuos 크리에이티브 펜 태블릿 모델에는 멀티 터치 기능이 지원됩니다.

모델 번호

Intuos 펜 / 소형

Intuos 펜 & 터치 / 소형

Intuos 망가 펜 & 터치 / 소형

Intuos 펜 & 터치 / 중형

CTL-480/S0

CTH-480/S0

CTH-480/S1

CTH-680/S0

옵션 액세서리

USB, RF 방식의 무선 연결 (무선 액세서리 키트는 별도 옵션 품목)

인터페이스
펜 테크놀로지

무선, 무전지 펜

펜 & 멀티 터치 작업 영역
(W × D)
제품 크기 (W × D × h)

152 × 95mm

216 × 135mm

210 × 178 × 10mm

275 × 222 × 10mm

300g

제품 무게

310g

520g

정확도 (펜)

0.5mm

압력 감지 레벨

1,024

무선 액세서리 키트 / ACK-404-01
구성 품목
- USB 동글
- 무선 모듈
- 충전식 배터리
추가 기능
- 무선 연결 시 최대 작동 거리는 10m

100 lines / mm (2,540lpi)

해상도

7mm

수직 감지 영역
익스프레스키
멀티 터치 기능

4개 (사용자 설정 가능)

무선 키트 지원
배터리 작동 시간 (무선 모드)

번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구성품

인튜어스 펜 / LP-180E (지우개 기능 포함)

지원

지원 안 함

별도 구매 시 구성 품목
- 표준 펜심 (블랙 / 5개)

지원 (별도 옵션 품목)
48시간
CLIP STUDIO PAINT DEBUT
ArtRage Studio
Ink-Squared Deluxe
MyScript Stylus

CLIP STUDIO PAINT DEBUT
Adobe® Photoshop® Elements 10
Ink-Squared Deluxe
MyScript Stylus

CLIP STUDIO PAINT PRO
Anime Studio 8
Ink-Squared Deluxe
MyScript Stylus

와콤 인튜어스 펜, 표준 펜심 (블랙 / 3개), 펜 홀더 (1개), 펜 링 (1개)

시스템 요구 사항

사용 가능 모델
: CTH-480/S0, CTH-480/S1,
CTH-680/S0

25시간

PC : Windows® 8 / 7 / Vista SP3
Mac : Mac OS X 10.6.8 이상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환경, USB 포트

CLIP STUDIO PAINT DEBUT
Adobe® Photoshop® Elements 11
ArtRage Studio
MyScript Stylus
인튜어스 펜 / LP-180 (지우개 기능 없음)
별도 구매 시 구성 품목
- 표준 펜심 (블랙 / 5개)
사용 가능 모델 : CTL-480/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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