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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및 배터리 없음

바로 가기 스위치

압력 감지 팁

대화형 펜 디스플레이는 강의실 화이트보드에 해당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교사가 교육하는 동안 
프레젠테이션에 주석과 그림을 자연스럽게 추가할 있도록 합니다. 리소스에 노트를 쉽게 추가하고, 학습 
자료를 공유하며, 학생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에게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제공합니다.

교사가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한될 경우 디지털 기술의 영향이 적어집니다. 디지털 
펜을 추가하면 교육자가 친숙하고 직관적인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교육 경험
향상된 학습 성과

• 직관적 
교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디지털 펜으로 학습 
곡선을 줄입니다.

• 다용도 
소프트웨어 중립적 디지털 펜은 기존 학습 
플랫폼 및 운영 체제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 더 나은 학습 

디지털 잉크는 주석, 그림 및 모델링된 예제를 
통해 학습 자료를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리소스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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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Wacom  
펜 지원 장치를 선택해야 할까요? 

Wacom 펜 지원 장치는 흥미롭고 비용 효율적인 투자로서 가정과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의 디지털 혁신 
최소한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로 Wacom
은 비용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가 적은 
선택지입니다. 

• 펜과 종이처럼 직관적r 
Wacom 펜은 교육자에게 최소한의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친숙한 필기 도구를 
제공합니다.

• 최고의 사용자 경험 
교사는 화이트보드가 아닌 학급을 바라보면서 
쉽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 모든 시나리오에 맞는 장치 
다양한 펜 화면, 디스플레이, 태블릿 및 
스마트패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쉽고 유연한 설치 
Wacom 펜 장치는 핫 스와핑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중지, 종료 또는 재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술 락인 없음 
Wacom 장치는 소프트웨어 구입 없이 디지털 
잉크 기능을 갖춘 모든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 낮은 유지 보수 
운영 체제나 업데이트가 없고 모든 태블릿용 
드라이버가 하나뿐인 Wacom 장치는 매번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 입증된 안정성 
장치는 스크래치 방지 화면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재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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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사용 사례

기존의 강의실 교육이 유연한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Wacom
을 사용하는 교육자는 모든 교육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내 협업 

수업 시간 동안 학생과 교사는 디지털 화이트보드 공간과 
학습 플랫폼에서 협업합니다. 학생들은 펜 태블릿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직접 작성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혼자서 배우는 수업이 아닌 상호 작용적인 
수업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교육

여러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직접 교육과 원격 교육 
간에 전환합니다. 원격 학습자는 교사의 화면 공유를 따르며, 교내 
학생은 프로젝터를 통해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합니다.

원격 교육

교사는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유되는 실시간 원격 수업 
중에 프레젠테이션에 디지털 잉크를 추가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리소스에 주석을 달고 대화형 학습 기회를 위해 공유 공간에서 
협업합니다.

강의실 내 교육

발표하는 교사는 컴퓨터와 프로젝터에 연결된 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학생들을 계속 마주 보고 있습니다. 강의실 강의는 
교육용 슬라이드에 디지털 잉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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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교사에게 학생들과 마주보며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의 펜 및 종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LCD 화면 
센서는 특허받은 EMR 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한 손-눈 
조정과 정확한 쓰기 및 그리기를 지원합니다.

펜 태블릿 
두 번째 화면 없이 디지털 펜과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펜 태블릿은 교사와 학생이 
슬라이드 쇼, PDF, 디지털 화이트보드 및 잉크 옵션이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 불투명한 쓰기 표면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패드 
스마트패드는 필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펜과 
종이를 프레젠테이션 장치로 변환합니다. 교사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Wacom에 기대하는 정확성으로 
PC나 모바일 장치에 즉시 노트를 투사합니다.

교육을 위한 Wacom 
포트폴리오

디스플레이 미사용 종이 기반디스플레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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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펜 디스플레이

펜 디스플레이는 교사에게 표면이 단단한 두 번째 화면을 제공하여 강의실에서 
투사하거나 원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기와 그리기는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교사가 글을 쓰고, 주석을 달고, 그림을 그리면서 학급을 마주 보게 하는 
디지털 화이트보드 역할을 합니다.  

DTU-1141B

간단한 케이블 하나로 AC 
충전기 없이 USB 포트를 
통해 소형 10인치 HD 펜 
디스플레이를 연결합니다. 
쉽게 설치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 없는 펜과 함께 
제공됩니다.

DTH-1152

소형 10인치 디스플레이는 
세로 및 가로 모드에서 
작동하여 앱 내에서 멀티 
터치 줌, 스크롤 및 탐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없는 
펜과 편리한 펜 테더와 함께 
제공됩니다.

WACOM ONE

비용 효율적인 조절 가능한 
펜 디스플레이는 교사에게 
크고 휴대하기 좋은 13.3
인치 풀 HD 두 번째 화면을 
제공합니다. 자연스러운 표면 
마찰은 배터리가 없는 펜으로 
실제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CINTIQ 16

프리미엄 15.6인치 펜 
디스플레이는 정신없는 
강의실과 원격 학습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풀 HD 눈부심 
방지 화면, 디지털 펜, VESA 
마운트 및 조정 가능한 스탠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CINTIQ 22

업계 최고의 22인치 풀 HD 펜 
디스플레이는 표준 모니터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도가 높은 배터리 없는 
펜과 조정 가능한 스탠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DTK-2451/DTH-2452

24인치 HD 펜 디스플레이는 넓은 
쓰기 공간, 비디오 출력 및 배터리 
없는 펜으로 편안한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멀티 터치 기능과 
직관적인 탐색을 사용하려면 
DTH-2452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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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유연한 강의실 공간 
DTU-1141B는 USB 포트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교사가 강의실과 홈 오피스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볍고 작은 
디자인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교사는 슬라이드 쇼에 정확한 주석을 
추가하기 위해 10인치 풀 HD LCD 화면에 
직접 그리고, 쓰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잉크는 수업을 흥미롭고 상호 작용하도록 
만들고, 학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휴대용 디자인 
가벼운 펜 디스플레이는 강의실 간에 
이동하거나 보관하기 쉽습니다.

• 쉬운 사용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AC 충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잉크 
소형 화면은 재보정 없이 정밀한 디지털 
잉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형 10인치 풀 HD 펜 디스플레이는 간단한 USB 연결로 작동합니다. AC 
충전기가 없고 배터리가 없는 펜으로 학습 공간 간에 이동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DTU-1141B

   커넥터를 잠글 수 있는  
덮개가 있는 마이크로 USB
로  
공급되는 전원 

   특허받은 무선,  
배터리 없는 펜  

   풀 HD (1920x1080) 해상도의   
10.1인치 컬러 LCD 터치스크린

   4개의 터치식  
ExpressKeys

   펜 홀더

   50cm  
펜 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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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10인치 풀 HD 터치스크린 펜 디스플레이는 교육자에게 디지털 잉크를 
지원하는 두 번째 화면을 제공하여 정확한 쓰기, 그리기 및 주석을 지원합니다. 

DTH-1152

   3-in-1 전원 케이블,   
HDMI 및 USB

   풀 HD (1920x1080)  
해상도의  
10.1인치 컬러 LCD 패널

   50cm  
펜 테더

   세로 구멍 1개,  
펜 보관함 1개

이상적

확장된 작업 공간 
교사는 DTH-1152 펜 화면을 장치에 
부착합니다. 10인치 풀 HD 화면에 디지털 
잉크 주석을 직접 써서 몰입적이고 협력적인 
수업을 만듭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펜과 터치 입력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테더가 있어 
화면과 배터리 없는 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 장치에 추가하면 직관적인 두 번째 
화면과 손쉬운 터치스크린 탐색이 가능한 
확장된 작업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터치스크린 기능 
멀티 터치 줌 및 스크롤을 사용하여 쉽고 
직관적인 탐색을 제공합니다.

• 유연한 사용 
소프트웨어 및 교육 공간에 맞게 세로 및 가로 
모드로 작동합니다.

• 내구성 있는 디자인 
단단하고 깨짐을 방지하는 표면으로 매일 
사용하고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무선,  
배터리 없는 펜  



10

제품 포트폴리오

이상적

원격 학습 및 직접 학습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교사는 정확한 그리기와 
디지털 잉크 주석을 추가하여 Wacom One
의 대형 13인치  
풀 HD 화면에서 리소스를 바로 가르칩니다. 
원격 학습자는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미리 녹화된 비디오를 보거나 실시간 
수업에 참여합니다.

Wacom One을 데스크톱, 노트북 및 
호환되는 Android 장치에 연결하고 재생하여 
유연한 교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큰 화면  
13인치 풀 HD 화면은 주석과 그리기를 위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 사실적인 느낌 
자연스러운 표면 마찰로 교사에게 실제 
종이에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 디지털 잉크 
정확한 디지털 잉크 쓰기는 학습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변환합니다.

실제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을 재현하는 비용 효율적인 펜 디스플레이 
솔루션입니다. 13.3인치 풀 HD 화면과 배터리 없는 펜이 함께 제공됩니다.

Wacom One

   풀 HD (1920x1080)  
해상도의  
13,3인치 컬러 LCD 패널

   자연스러운 펜 느낌 –  
실제 펜처럼 생겼고 펜 느
낌이 나는 배터리 없는  
드로잉 펜

   종이 같은 캔버스 –  
종이처럼 느껴지는 디스플레
이 표면의 마찰

   모든 컴퓨터와 호환되는 
Android 장치에 쉽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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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이상적

소규모 강의실 설정 
Cintiq 16은 큰 화면 크기와 제한된 작업 
공간 사이에서 완벽한 타협점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15.6인치 풀 HD 화면을 사용하여 
수업 슬라이드에 주석을 달고, 리소스를 
개인화하고, 학생 작업에 피드백을 
추가합니다. 공유된 화이트보드 공간은 
정확한 디지털 잉크 쓰기를 사용하는 협업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화면 크기 
큰 눈부심 방지 화면은 교사에게 넉넉하고 
확장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 유연한 사용 
세로 및 가로 모드에서 문서를 전체 크기로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실적인 느낌 
배터리가 없는 펜을 사용하면 실제 종이에 
쓰는 느낌을 줍니다.

프리미엄 15.6인치 펜 디스플레이가 있는 Cintiq 16은 풀 HD 눈부심 방지 화면, 
배터리 없는 디지털 펜, 화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접이식 다리를 제공합니다.

Cintiq 16
   풀 HD (1920x1080)  

해상도의  
15,6인치 컬러 LCD 패널

   인체공학적인  
접이식 다리 

   양쪽에  
배치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펜 홀더

   편안한  
팜레스트 영역 

   안전한 전원  
버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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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이상적

하이브리드 교육 
디지털 잉크 주석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감독 없이도 자율 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 장소에서 학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대형 22인치 풀 HD 화면을 사용하여 
플립 및 혼합 학습 모델을 위한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넓은 화면 공간 
넉넉한 크기의 화면은 교사에게 편안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 유연한 사용 
조정 가능한 스탠드를 사용하거나 타사의 
인체공학적 암 또는 연단과 통합합니다.

• 디지털 잉크 
압력을 감지하고 배터리가 없는 펜으로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22인치 풀 HD 펜 디스플레이와 조정 가능한 스탠드는 교사에게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크고 정확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Cintiq 22

   풀 HD (1920x1080)  
해상도의  
21,5인치 컬러 LCD 패널

   양쪽에  
배치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펜 홀더

   조절 가능한 스탠드  
(16~82도) 

   안전한 전원  
버튼 위치 

   편안한  
팜레스트 영역 



13

제품 포트폴리오

DTK-2451/DTH-2452

이상적

강의실 
DTK-2451 및 DTK-2452는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사용하거나 타사의 인체공학적인 암 
또는 연단에 부착하여 강의실 및 넓은 강의실 
공간에 완벽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HDCP 호환 연결 및 비디오 출력 포트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프로젝터를 통해 표시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디지털 잉크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탐색을 위해 터치 
제스처가 포함된 추가적인 멀티 터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DTK-2452를 선택하세요.

주요 기능 및 혜택

• 큰 화면 크기 
활동 영역이 넓어 교사에게 편안한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 유연한 디스플레이 옵션 
DVI 비디오 입력/출력을 통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 멀티 터치 지원 
직관적인 탐색 및 멀티 터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DTK-2452를 선택하세요.

대형 24인치 풀 HD 화면을 통해 교육자는 A4 두 장 크기의 페이지를 나란히 
표시할 수 있으며 비디오 출력, 완전히 조절 가능한 스탠드, 정밀한 배터리 없는 
펜이 특징입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연결을  
모두 지원하는  
DVI 비디오 입력/출력

   풀 HD (1920 x 1080)  
해상도의 24인치 컬러 LCD 패널

   양쪽에  
배치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펜 홀더

   특허받은 무선,  
배터리 없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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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Wacom  
펜 태블릿

펜 태블릿은 디지털 잉크를 강의실에 추가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중립적인 태블릿은 기존의 
학습 관리 시스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및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디지털 교육에 필기의 힘을 
더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ONE BY WACOM S

배터리 없는 펜이 장착된 소형 6
인치 펜 태블릿으로 소형 작업 
공간에 이상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장치와 연결하여 몰입적인 
대화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협업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NE BY WACOM M

대형 컴퓨터 화면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가벼운 8인치 
휴대용 펜 태블릿과 배터리 없는 
펜입니다. 수업 리소스에 주석을 
달고 학생 과제에 표시하는 데 
필수적인 디지털 도구입니다.

WACOM INTUOS S 
BLUETOOTH 
 
6인치 펜 태블릿으로 작고 가벼우
며 케이블이 없고 AC 충전기 없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학생
들이 협업 작업을 위해 원격 및 수
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펜 태블릿입니다.

WACOM INTUOS M

합리적인 가격의 8인치 펜 
태블릿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마우스나 고무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디지털 잉크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하는 
동안 장치 간에 핫스왑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WACOM INTUOS M 
BLUETOOTH

8인치 케이블 없는 펜 태블릿으로 
AC 충전기 없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교사가 강의실을 
돌아다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 가능하고 가벼우며 넓은 쓰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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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One by Wacom S/M

이상적

학생 협업 
수업 중에 학생과 교사는 USB를 통해 장치에 
연결된 One by Wacom 태블릿을 사용하여 
디지털 화이트보드 공간과 학습 플랫폼에서 
협업합니다.  
 
학생들은 협업 학습 경험을 위해 수업 중에 
디지털 잉크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직접 
작성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상호 작용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입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휴대 가능한 디자인  
견고한 태블릿의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가정과 직장 간에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기술 
내구성이 강하고 작은 디자인으로 One 
by Wacom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 학생용으로 이상적 
저렴한 펜 태블릿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One by Wacom은 가장 저렴한 펜 태블릿으로 교사와 학생용으로 6인치 및 8
인치 크기로 제공됩니다. 가볍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은 작은 공간과 유연한 강의실 
배치에 이상적입니다. 

  종이에 쓰는 듯한  
         자연스러운 펜

 양손잡이

   마이크로 USB로  
공급되는 전원    특허받은 무선,  

배터리 없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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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Wacom Intuos S Bluetooth / M / 
M Bluetooth

이상적

수업 리소스에 주석 달기 
교사는 USB 또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Wacom Intuos를 장치에 연결하여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편집합니다. 수업 전이나 
교육 중에 슬라이드 쇼, PDF 및 디지털 
화이트보드 공간을 포함하여  
친숙한 소프트웨어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표시는 학생들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작업에 직접 
적용됩니다. 학생 작업은 디지털 잉크를 
사용하여 서면 피드백이 추가된 상태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저장됩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케이블 없는 옵션 
간단한 USB 연결을 사용하거나 Intuos 
S Bluetooth/M Bluetooth 을 선택하여 
케이블이 없이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합니다.

• 모바일 교육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교사는 개별 학생 
지원을 위해 태블릿을 가지고  
강의실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 휴대용 디자인 
내구성 있고 가벼운 펜 태블릿은  
강의실 간에 이동하거나 보관하기 쉽습니다.

Wacom Intuos는 6인치와 8인치 크기로 제공되며, 끝에서 끝까지 확장되는 
넓은 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한 모델에는 USB 외에도 블루투스 연결이 함께 
제공됩니다.

   USB로 공급되는 전원 
   특허받은 무선,  

배터리 없는 펜  

   케이블 없는  
블루투스  

 양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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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Bamboo
스마트패드

BAMBOO SLATE L (A4) 

A4 크기의 대형 스마트패드와 볼펜은 가볍고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여 교사가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그릴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BAMBOO FOLIO L (덮개 포함 A4)

A4 크기의 대형 스마트패드에는 통합 커버가 있으며 Wacom 
볼펜이 함께 제공됩니다. 손으로 쓴 메모와 스케치를 디지털 
파일로 정확하게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에 투영합니다.

스마트패드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교사가 강의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책상에서 노트를 
디지털 잉크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육하는 동안 디지털화된 노트를 PC 또는 모바일 장치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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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Bamboo Slate L

이상적

관념화 및 수업 계획 
교사는 Bamboo Slate 스마트패드에 
Wacom 볼펜을 사용하여 실제 
종이에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이어그램을 스케치하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합니다. A5 크기의 버전은 
작고 가벼운 반면, A4 스마트패드는 넓은 
쓰기 공간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하면 손으로 
쓴 노트가 디지털 잉크로 정확하게 
캡처됩니다. 노트는 공유되고 고유한 
태깅 기능으로 분류되어 연결된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크기 선택 
Bamboo Slate는 교사의 취향에 맞게 A5와 
A4 크기로 제공됩니다.

• 디지털 잉크 
손으로 쓴 노트를 디지털 잉크로 즉시 
변환하여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감한 설계 
스마트패드는 80장의 종이를 통해 압력과 
필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Bamboo Slate 스마트패드는 교사가 Wacom 볼펜을 사용하여 어떤 종이에도 
글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손으로 쓴 메모와 스케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디지털 
잉크로 변환됩니다.

   케이블 없는  
블루투스  

   배터리 없음

   동기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그 페이지가 장치에 있습니다

  실제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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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Bamboo Folio L

이상적

즉각적인 학생 피드백 
교사는 케이블 없는 디자인의 Bamboo Folio
를 들고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메모하고, 학생의 진도를 추적하며, 학급 
전체와 함께 다룰 교육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손으로 쓴 노트는 디지털 잉크로 정확하게 
변환되어 강의실 PC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추가적으로 편집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혜택

• 모든 종이 
Bamboo 스마트패드는 모든 종이에서 개별 
필기 스타일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 유연한 사용 
교사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노트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장치에 표시합니다.

• 보호 덮개 
종이 패드를 보호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통합된 덮개로 노트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Bamboo Folio 스마트패드는 A5와 A4 크기로 제공되며, 통합된 보호 덮개와 
Wacom 볼펜이 함께 제공됩니다. 손으로 쓴 메모는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하여 
디지털 잉크로 변환됩니다.

   케이블 없는  
블루투스     모든 종이와  

호환 가능  

   호환되는 모든 장치에  
연결

  교체 가능한 잉크 카트리
지가 있는 볼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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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Australia Pty. Ltd. · Ground floor, Building 1, 3 Richardson Place,  
North Ryde, NSW, 2113, 오스트레일리아
education@wacom.com.au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Korea Co., Ltd. · Rm #1211, 12F, KGIT Sangam Center, 402 Worldcup 
Bukro, Mapo-gu, Seoul 03925, 대한민국 
education@wacomkorea.com

싱가포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Singapore Pte. Ltd. · 5 Temasek Boulevard, #12-09, Suntec Tower Five, 
싱가포르 038985 
educationsea@wacom.com 

인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India Pvt. Ltd. · 426, Tower B, DLF Building Jasola District Centre, 
Mathura Road, New Delhi 110025 인도 
education.india@wacom.com

아메리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 1455 NW Irving Street, Suite 800,  
Portland, OR 97209 미국
education@wacom.com

유럽, 중동 아프리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Europe GmbH · Völklinger Straße 1, 40219 Düsseldorf, 독일
education@wacom-europe.com

일본(HQ)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Co., Ltd. · Sumitomo Fudosan Shinjuku Grand Tower 31F, 35F,
8-17-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0-6131, 일본
education.jp@wacom.com

중국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China Corporation · 518, West Wing Office, China World Trade Center, 
No. 1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04, 중국
education.cn@wacom.com.cn

홍콩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문의하십시오.
Wacom Hong Kong Ltd. · Unit 1610, 16/F, Exchange Tower, 33 Wang Chiu Road 
Kowloon Bay, 홍콩
education.hk@wacom.com.hk

글로벌 도달. 
지역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