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스타일러스 펜과 터치 패드의 조화

뱀부 패드는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터치 패드입니다.
Windows® 8의 제스쳐 기능과 터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터치패드 제품들과는 다르게,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이라는 또 다른 입력이 방식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보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거나, 실제 종이 위에서 펜을 사용하듯
손글씨 메모를 하거나 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슬림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터치와 제스처를 사용
•디지털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면 빠르게 스케치하거나 메모를 적을 수 있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전달
•Windows® 7과 Windows® 8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 (무선 모델에 한 함)

무선

USB

스타일러스 펜과 무선 터치 패드의 조화

USB케이블 연결로 간편하게 사용

제품 사양

제품 사양

크기 (W× D × H)

141.4 × 166.5 × 4.5 mm (최대 15.7mm)

크기 (W × D × H)

141.4 × 166.5 × 4.5 mm (최대 15.7mm)

인터페이스

무선 (2.4GHz RF 기술)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탈부착 가능)

전원 및 배터리 수명

AAA 배터리 2개 (알칼리 배터리 기준, 매일 평균 2시간 사용시 4주 / 사용자 환경에 따라 상이)

전원 공급

USB 방식

스타일러스 펜 길이

115mm

스타일러스 펜 길이

115mm

스타일러스 펜 직경

7.7mm

스타일러스 펜 직경

7.7mm

스타일러스 펜 무게

5g

스타일러스 펜 무게

5g

스타일러스 펜심

23mm (Bamboo Stylus feel for Samsung Galaxy Note와 호환가능)

스타일러스 펜심

23mm (Bamboo Stylus feel for Samsung Galaxy Note와 호환가능)

특이사항

Wacom feel IT 기술 채택
뱀부 패드 내부 별도 공간에 스타일러스 펜과 무선 수신기 보관 가능

특이사항

Wacom feel IT 기술 채택,
뱀부 패드 내부 별도 공간에 보관 가능

제품 구성

뱀부 패드, 스타일러스 펜, 무선 수신기, AAA 배터리 2개, 퀵 스타트 가이드

제품 구성

뱀부 패드, 스타일러스 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m), 퀵 스타트 가이드

시스템 요구사항

USB 포트
Windows® 7, 8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Mac OS X 10.7 이상 (드라이버 지원)

시스템 요구사항

USB 포트
Windows® 7, 8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Mac OS X 10.7 이상 (드라이버 지원)

액세서리
(별도 구매)

일반 펜 심 (5개입, 블랙 & 화이트)
교체용 스타일러스 펜 (4가지 색상)
Bamboo Stylus feel (블랙 & 화이트)

액세서리
(별도 구매)

일반 펜 심 (5개입, 블랙 & 화이트)
교체용 스타일러스 펜 (4가지 색상)
Bamboo Stylus feel (블랙 & 화이트)

색상

색상

메탈릭 그레이 / 블랙 (CTH-300K)

메탈릭 그레이 / 블랙 (CTH-301K)

펄 화이트 / 블루 (CTH-300B)
펄 화이트 / 그린 (CTH-300E)
펄 화이트 / 퍼플 (CTH-30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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