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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ers tool
on the go.

 주요 기능

• 일반 종이 위에서 볼펜으로 그린 모든 그림 작업을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함으로써 전문적인

    작업 가능

•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케치들이 레이어로 자동 구성되어 프로그램에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음

• 실제 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1,024단계의 압력 감지 기능

• 레이어가 포함된 스케치들을 Adobe PhotoshopⓇ에서 비트맵 이미지로 변환함으로써

    작업 시간 절약

• 레이어가 포함된 스케치들을 Adobe PhotoshopⓇ이나 Adobe IllustratorⓇ (CS3 이상 버전),

    Autodesk SketchBook ProⓇ,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2011 이상 버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벡터 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작업 시간 절약

• 무선 수신기를 통해 PC나 Mac 어디에서든 수백 장의 고해상도 스케치들을 생성/구성/저장 가능

• 다양한 포맷으로 스케치를 저장하여 다용도로 활용 : JPG, BMP, TIFF, PNG, SVG, PDF

잉클링

자기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 때 펜과 종이로

시작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그러나 종이에

그려진 이미지를 스캔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작품이 종이에 머물러 있음에 후회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잉클링이 없어서는 안될 툴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스케치 펜인 잉클링은

아무 종이에서나 볼펜으로 작업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라인이

전기신호로 기록되고, 차후 즐겨 쓰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비트맵이나 벡터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편집을 위해 스케치한

작품을 스캔하거나 다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버튼 하나로 레이어들을 저장할 수 있어 최초

작업과 최종 작업을 분리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변환 이후에도 이 레이어들은 유지됩니다.



®

잉클링 일반 사양

스케치 사이즈 A7에서 A4사이즈 용지 지원 (가로/세로)

전송 방식 적외선 및 초음파

소비전력 (배터리 충전) DC 5V, 500mA, USB 포트 충전

최소 시스템 사양
(스케치 매니저 프로그램)

USB 포트(전원, 수신기)

PC : 윈도우 7, 비스타, XP (SP3, 32비트, 64비트)

매킨토시 : Mac OS X 10.4.0 이상 버전

인텔 및 파워PC 칩셋

패키지 구성 잉클링 디지털 펜, 잉클링 수신기, 잉클링 충전기, 충전식 펜/수신기 배터리,

USB 케이블(25.4cm), 표준형 미니 볼펜 잉크 리필 4개,

잉클링 스케치 매니저 프로그램, 퀵 스타트 가이드, 온라인 사용 설명서

잉클링 디지털 펜 사양

크기 (길이×두께) 153×17mm 

무게 ±21g

배터리 니켈 - 수소 합금 충전지 1.2V, 170mAh

상태 표시등 1개 (전원/배터리 충전상태 표시)

작동 시간 최대 15시간

충전 시간 최대 3시간

압력 감지 단계 1,024단계

잉클링 수신기

크기 (폭×두께×높이) 71×32×16mm

무게 ±38g

연결단자 USB mini - B

버튼 2개 (전원/새 레이어)

플래시 메모리 크기 2GB

배터리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지 3.7 V, 400mAh

상태 표시등 배터리 전력 상태 표시

작동 시간 최대 8시간

충전 시간 최대 3시간

수신기 클립 10장 내외 고정 가능

USB 타입 USB 2.0

잉클링 충전기

크기 (폭×두께×높이) 173×63×25mm

연결 단자 USB mini -B

충전 DC 5V, 500mA, USB 포트 충전

잉클링 스케치 매니저 프로그램

지원 포맷 .bmp, .jpg, .pdf, .png, .svg, .tiff

레이어 편집 지원 프로그램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CS3 이상 버전)

Autodesk SketchBook ProⓇ, Autodesk SketchBook Designer Ⓡ 
(2011 이상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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