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ntiq 13HD
와콤이 선정한 파이오니어 다니엘 리스케(Daniel Lieske)처럼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 고성능의 Cintiq를 경험해 보십시오. 

Cintiq 13HD 인터랙티브 펜 디스플레이는 13.3 인치의 스크린 위에서 직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커진 Cintiq는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익스프레스키, 토글링, 홈 버튼 등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HD 

1920×1080 LED 디스플레이는 178̊ 의 시야각을 갖추고 있으며, 1천6백7십만 종류의 색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착탈식 스탠드는 세 가지의 각도를 지원하며, 사용자는 Cintiq 13HD를 책상 위나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콤에서 선보인 새로운 프로 펜(Pro Pen)은 2,048 단계의 압력과 기울기를 감지할 수 있고,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작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프로 펜은 컴팩트한 휴대용 케이스와 함께 제공되며

여기에 여분의 펜촉과 컬러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Cintiq 13HD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새로운

3-in-1 케이블을 통해 Mac이나 PC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Key Features
•13.3 인치의 HD 1920×1808 LED 디스플레이, 178̊ 의 시야각과 1,670만 가지의 색감 표현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공간 차지

•2,048 단계의 압력 감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절이 가능한 뉴 프로 펜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네 개의 익스프레스키와 토글링, 단축 기능이 있는 홈 버튼, 오른손/왼손 사용 가능

•착탈식 스탠드를 통한 세 가지 작업 각도 지원

•3-in-1 케이블을 통해 Mac이나 PC에 손쉽게 설치

“제가 만드는 그래픽 소설 한 장 한 장을 통해,
저는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창을 열고자 노력합니다. 

환상적이고도 감동이 가득한 그런 세상 말이죠.”

Daniel Lieske | Graphic Novel Creator

다니엘 리스케 | 그래픽 소설가



펜 & 고급 제어

펜 프로 펜

압력 레벨 2,048 (펜 촉과 지우개 부분)

타입 압력 감지 기능, 무선, 무전지

스위치 팁 스위치, 두 개의 사이드 스위치, 지우개

기울기 감지 ±60 레벨

펜심 표준 펜심 (블랙, 교체용 9개)

펜 케이스 포함

펜 스탠드 포함

손잡이 라텍스 프리 실리콘 고무

기술 전자기공명방식

해상도 5,080 LPI (lines per inch)

익스프레스키 4개

토글링 & 홈 버튼 4개

래디얼 메뉴 가능

정밀 모드 가능

토글 메뉴 디스플레이 가능

 운영 소요

입력 전압 AC 100~240 V, 50/60 Hz

출력 전압 DC 19V, 최대 1.58 A

소비 전력 최대 9.0 W, 슬립 모드 1 W, 대기 모드 0.5 W

 연결 단자

기본 제공 케이블 와콤 3- in-1

PC 및 MAC 연결 HDMI와 USB

디스플레이 연결 와콤 3- in-1

주변 기기 연결 USB 2.0

 일반 사양

크기 375 ×248×14 mm

무게 1.2 kg

스탠드 조절 영역 세 가지 각도 (22̊ , 35̊ , 50̊ )

PC와 MAC 연결 HDMI, USB

지원 운영체제
WindowⓇ 8, 7 (32/64 비트), VistaTM SP1, XP SP2
MacintoshⓇ OS X v.10.6.8 이후 버전 (인텔 칩셋)

모델 번호 DTK-1300

 디스플레이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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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크기 13.3 인치

해상도 Full HD (1920×1080 픽셀)

색상 표현 1,670만 색상, 어도비 RGB의 75% 색영역

화면 비율 16:9

시야각 178̊

명암비 700:1

밝기 250 cd/m2

반응 속도 25 ms

디스플레이 영역 299×171 mm 

화소 간격 0.15×0.15 mm

외장 재질 눈부심 방지 코팅이 된 강화 에칭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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