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U-1031

와콤의 신제품 DTU-1031은 기업 또는 기관 고객용으로 사용자가 컴팩트한 사이즈의 

액정에서 실제 크기 문서를 확인하거나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최근 많은 은행, 보험회사, 호텔, 소매점들은 카운터나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서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DTU-1031의 필압 감지, 무건전지 와콤 펜은 서명 과정에서 압력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필기 경험을 선사합니다. 개인의 바이오 인식 기록은 법의학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TU-1031은 고해상도 10.1" 컬러 디스플레이로 일반적인 LCD 펜 디스플레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IT 시설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카운터나 매장에서 서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슬라이드 쇼나 영상 광고 등의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 솔루션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과 완벽한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축

 •A4사이즈, 레터 크기의 문서 가로/세로 보기 기능

 •넓은 화각을 자랑하는 10.1" IPS 컬러 LCD, 1280×800의 해상도와 LED 백라이트 기능

 •편안하게 화면에 바로 서명을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 향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두 가지 각도로 조절 가능한 스탠드 사용

 •디스플레이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별도 암(arms) 설치 및 VESA 마운트 시스템 활용

 •슬림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 -POS 시스템에 마운트 가능

 •뛰어난 내구성과 스크래치 방지 유리 사용

 •와콤의 특허 받은 무건전지 EMR 기술과 512 단계의 압력 감지 기능

 •최신 RSA/AES 암호화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 기능

 •USB 케이블 하나로 전력 사용 -3m의 USB 케이블로 편리한 작업, USB 플러그 잠금 기능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4개의 익스프레스키를 통해 바로가기와 단축키 기능(줌, 스크롤 등)

 •보안 잠금 기능과 펜 끈 제공

종이 사용을 줄이세요.
전자 서명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만드세요.



DTU-1031

일반사양

제품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스탠드 제외)

310×211×14mm

무게 (스탠드 포함) 0.99kg

스탠드 각도 15 & 20도

전원 공급 USB 연결

최대 소비전력 최대 5W, 슬립 모드 1W

인터페이스 USB 2.0

지원 운영체제
Windows® 8 / 7 / Vista / Vista x64 / XPTM (excl x64 버전)
Mac OS X 10.6.8 혹은 그 이상

LCD 스크린

디스플레이 IPS TFT 디스플레이, LED 백라이트

외장 재질 강화 애칭 유리

스크린 크기 10.1"(216.96×135.60 mm)

화면 비율 16: 10

해상도 1280×800 픽셀

시야각(수평/수직) 170 (85/85)

색 수 262,144색

밝기 210cd/m2

명암비 800: 1 , 600 : 1 (최소)

반응 속도 TR 14ms TF 11ms

태블릿 & 펜

테크놀로지 전자기공명방식

작업 영역 216.96×135.60 mm

해상도 2540 lpi 혹은 0.01mm/pt

좌표 정확도
±0.5mm (중앙부), 주변부 1 (화면 끝 폭 20mm영역) ±2.0mm

주변부 2 (화면 끝 폭 3mm영역) ±4.0mm

인식 속도 200point /sec

압력 레벨 512

기타

그래픽 카드 모든 그래픽 카드

월 마운트 VESA 75mm

소프트웨어 호환 가능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Wacom sign | pro PDF

패키지 구성
인터랙티브 펜 디스플레이와 조절 가능한 스탠드, 무선 무건전지 펜, 3m USB Y케이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CD 퀵 스타트 가이드, 펜 끈, 펜 심 5개, 펜심 제거기, 4VESA 마운트 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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