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heet

DTU-1141B

DTU-1141B은 화면에서
전자 문서를 보고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와콤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10.1인치 LCD는 편안하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이상적인 크기입니다.
넓은 화면 크기 덕분에 서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슬라이드쇼, 비디오, 기타 홍보 자료를 보여주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
니다.
보안 트랜잭션 실행 기능은 DTU-1141B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DTU-1141B에는 최신 암호화 기술과 디지털 서명에 사용된 기기 식
별을 위해 고유 하드웨어 ID(UID)를 적용했습니다.
DTU-1141B은 기존 설비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Windows® 시스템과 Macintosh 시스템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면 유리
위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필기할 수 있고, 업무용 데스크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표준 VESA 마운트 시스템을 채택해 타사
의 암과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사 방지 처리를 한 유리는 종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선사합니다. 도난 방지용 켄
싱턴 보안 슬롯과 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펜 끈도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A4 및 레터 크기 문서의 보기 및 서명, 스크롤 및 축소 최소화
• 풀 컬러, 풀 HD 해상도(1920 x 1080) 및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는 10.1인치 IPS LCD
• 800 x 600 ~ 1920 x 1080에 이르는 다양한 해상도 지원
• 넓은 화면 크기로 서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홍보 자료를 보여주는 용도에 적합
• USB 케이블 하나로 화면 출력, 태블릿, 전원 연결 가능
• 보안 트랜잭션을 위한 최신 암호화 기술
• 디지털 서명에 사용된 기기 식별을 위한 고유 하드웨어 ID(UID)
• 1024단계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특허받은 와콤 무선 무건전지 펜 사용
• 4개의 정전식 익스프레스키를 통한 손쉬운 단축키 사용
• 편안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통합 스탠드
• 타사의 암과 스탠드를 부착할 수 있는 VESA 마운트 시스템
• 종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선사하는 반사 방지 유리
• 도난 방지용 켄싱턴 보안 슬롯
• 어떤 업무 환경에도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 기존 설비에 쉽게 설치 가능, 뛰어난 내구성

DTU-1141B

제품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스탠드 제외)

283 x 210 x 11 mm (고무 스탠드 제외)
283 x 210 x 15,7 mm (고무 스탠드 포함)

무게 (스탠드 포함)

800g

외장 색상

검정

스탠드 각도

15°

전원 공급

USB 전원, 별도 AC 전원 불필요

소비 전력

최대 5W, 슬립 모드에서 1W 이하

통신 인터페이스

USB 2.0

지원 운영체제

Windows 7 / 8/ 8.1/ 10
Mac OS 10.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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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LCD 스크린
스크린 크기

10.1인치

화면 비율

16:9

디스플레이 유형

AHVA 디스플레이

외장 재질

강화 반사 방지 애칭 유리

기본 해상도

1920 x 1080

지원 해상도

800x600, 1366x768, 1024x768, 1280x800, 1440x900, 1920x1080

시야각

170°/170°

색수

1,670만 색

밝기

200 cd/m2(일반)

명암비

1000:1 (일반)

반응 속도

16 ms(일반)

펜 & 태블릿
테크놀로지

전자기공명방식(EMR)

작업 영역

223,2 x 125,6 mm

압력 레벨

1024

좌표 해상도

2540 lpi 또는 0.01 mm/pt

좌표 정확도

±0.5 mm / ±0.02 inch(중앙)

인식 속도

200 point/sec

인식 높이

5 mm 이상(중앙)

기타
펜 보관

펜 보관함, 펜 홀더

월 마운트

VESA 75 mm

소프트웨어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 Wacom SDK 및 Wacom sign pro PDF와 호환

드라이버

Wacom 드라이버 및 DisplayLink 드라이버 필요

패키지 구성

인터랙티브 펜 디스플레이 및 통합 스탠드, 무선 무건전지 펜, USB Y 케이블, 퀵 스타트 가
이드, 펜 끈, 펜심 5개, 펜심 제거기, 4 VESA 마운트 스크류, USB 케이블 홀더
+5°to +35° C/+41°to +95° F
20% à 80% (결로 없는 경우)
-10° to +60° C / 14° to +140° F
20% à 90% (결로 없는 경우)

작동 온도 / 상대 습도
보관 온도 / 상대 습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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