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DTK-1660E

15.6-inch
Pen Display for
Business

DTK-1660E

For beautifully flexible
paperless workflows

제품 개요

주요 특징 및 장점

15.6 Full HD 해상도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Wacom DTK-1660E는 종이 없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최적의 프리미엄 펜 디스플레이입니다. 종이 없는 워크플로우에서
고객 응대시 DTK-1660E를 활용하면 전체 문서화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를 구매, 처리, 배부, 보관 및 파쇄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시
 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디지털 펜 디스플레이
기술로 최상의 성능과 신뢰성 제공

DTK-1660E는 최첨단 암호화 기술과 8,192단계의 디지털 펜
필압으로 생체 전자 서명 캡처를 지원해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전자 서명 및 필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DTK-1660E는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세로 또는 가로 모드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
 첨단 AES 256 / RSA 2048 암호화를 통한
보안 강화

• A4 및 Letter 크기 문서를 축소/스크롤 없이 보고
서명하는 뛰어난 사용 편리성
•견
 고한 긁힘 방지 표면처리로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불필요

•비
 즈니스 워크플로우 내에서 A4/Letter 크기
디지털 문서를 보고 서명하기 위해 가로 모드 및
(옵션 거치대를 활용한) 세로 모드 지원이 가능해
고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
•뛰
 어난 품질과 편리한 펜 그리고 종이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 3-in-1 커넥터 케이블로 케이블 관리가 간편해
깔끔하고 정돈된 사용 환경 구현

일반 사양

태블릿 및 펜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스탠드 제외)

422 x 285 x 24.5 mm / 16.61 x 11.22 x 0.96 inch

기술

전자기공명방식(EMR)

중량(스탠드 포함)

1.9 kg

화면 크기

15.6"(344.2 x 193.6 mm / 13.55 x 7.62 inch)

19° 내장 스탠드
(가로 모드 / 옵션 거치대로 세로 모드 사용 가능)

좌표 해상도

5080 lpi

좌표 정확도

±0.5 mm / ±0.02 inch(중앙)

스탠드 각도
			
전원 공급

AC 100 ~ 240 V, 50/60 Hz
응답 속도

초당 187포인트

소비 전력 	27 W 이하, 절전 모드: 0.5 W 이하,
전원 오프 모드: 0.5W 이하

필압 레벨

8,192

통신 인터페이스

USB 2.0

암호화

AES 256 / RSA 2048

프로그램식 버튼

해당 없음

감지 높이

5 mm / 0.2 inch 이상(중앙)

지원 운영체제 	Windows 10 / 8.1 / 7(32비트, 64비트)
Mac OSX 10.11 이상

기타

LCD 화면
LCD 패널 유형

IPS

터치 입력

없음

외장 유리 재질

AG 필름을 적용한 강화 유리

화면비

16:9

기본 해상도

1920 x 1080 화소

비디오 입력

HDMI

펜 보관

펜 스탠드

보안 슬롯

있음, Kensington

장착 시스템

VESA 75 mm

서명 소프트웨어 호환성 	
서명 /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 및 Wacom sign pro PDF와
호환, C++, .NET 및 Java SDK/API 사용 가능
드라이버 	Wacom 드라이버 필요,
개발자를 위한 SDK/API 지원
보증 	3년

시야각(가로/세로)

176° / 176°

색

16.7M 색

휘도(밝기)

0.13 cd/in² / 210 cd/m²(일반)

명암비

1000:1(일반)

응답 시간

25 ms(일반)

제품 구성 	DTK-1660E, Wacom Pro Pen 2, 펜 스탠드
(교체용 펜심 및 펜심 제거 도구 포함), 펜 연결 끈,
3-in-1 케이블, AC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퀵 스타트 가이드, 중요한 제품 정보(IPI)

More human

More digital
제품의 상세정보 및 기타 관련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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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om for Business는 수십 년간의 디지털 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도록 도와줍니다. Wacom은 생체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디지털 잉크를 저장하고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Wacom과 타사의 펜 지원 기기의 활용도를 보다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Wacom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는
수기 전자 서명과 주석을 조직 워크플로우에 완전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펜을 사용하지만 종이를 사용할 때의 익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종이 없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acom의 WILL™ 3.0 (Wacom Ink Layer Language) 범용 잉크 표준은 더욱 인간적이면서도 더욱 디지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