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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콤원(WACOM ONE) 설치 안내서
기본 구성품  

반드시 대여 후 1주일 이내 아래 링크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세요.
사용전 설문조사 : http://naver.me/5SWhROYB

1. 연결 전에 확인 사항
- PC, 노트북 : USB 와 HDMI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사용자가 PC에 USB 및 HDMI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DVI to HDMI 젠더 필요)     
  * PC에 모니터 2개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연결 전에 HDMI로 연결된 모니터 한 개를 연결 해제하고서 사

용.
- 기자재 및 부속품이 파손,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신청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미리 와콤원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고, 분실·훼손되지 않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드라이버 설치 안내
2-1 와콤 공식사이트 https://support.wacom.com/hc/ko 홈페이지 접속하여 최신버전을 다운로드
2-2 [드라이버 및 다운로드] 메뉴 선택

            
2-3 검색창에 “wacom one” 혹은 “DTC-133” 입력하여 엔터 혹은 검색 클릭

       

2-4 하단에 PC, 노트북 운영체제를 선택하여 드라이버 다운로드 클릭 후, 설명을 참고하여 [다운로드를 확인하십시
오] 클릭 후 내려받은 파일 실행

    

와콤원 본체 1개,  전용 펜 1개(교체용 펜심 3개), 연결 전용 케이블(X-Shape) 1개, 
AC 어댑터 1개, 전용 가방 1개

https://support.wacom.com/h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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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래 순서를 따라 시행하고, [지금 재부팅] 클릭

             

※  와콤원 드라이버 설치 후 PC(노트북)를 재부팅하고 와콤원을 사용 바랍니다 (재부팅 후 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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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콤원 연결 방법

시작하기 동영상 (Wacom One)        https://www.wacom.com/ko-kr/getting-started/wacom-one

 * 케이블 연결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 USB -> HDMI -> 와콤원 전원 -> 콘센트 전원 )

 * 와콤원 전원 케이블 연결 시 케이블 방향

 * 전원 및 케이블 연결 후 오른쪽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기   

 

 * 와콤 지원 (드라이버, 하드웨어, 시작하기)          https://support.wacom.com/hc/ko
 * 원격교육지원센터 063-290-1761, 1763, 1850    http://ctl.woosuk.ac.kr 미디어지원

https://www.wacom.com/ko-kr/getting-started/wacom-one
https://support.wacom.com/hc/ko
http://ctl.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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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사용자 PC에 따라 모니터 출력 포트가 다르므로, 없는 경우 적합한 젠더를 구매하여 연결 바랍니다.

DVI to HDMI 젠더
 - 강워전자 (http://www.kwshop.co.kr/goods/view?no=31584)

VGA to HDMI 젠더
 - 케이네트 (https://smartstore.naver.com/knet337/products/3361136604?)

http://www.kwshop.co.kr/goods/view?no=31584
https://smartstore.naver.com/knet337/products/3361136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