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shiba T10 일체형 POS 플랫폼

기능과 혜택

Toshiba T10 일체형 POS 시스템은 소매 업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매 업체 및 소비자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신속하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규모 패키지의 완벽한 
소매 POS 솔루션으로 예산에 민감한 비즈니스를 위해 가치, 성능 및 
스타일을 완벽하게 혼합하여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콤팩트한 일체형 디자인
(가로 360mmx세로 193mm x 높이 316mm)
15인치 (4:3)주 PCT 타입 터치 디스플레이 
(25도 부터 평평한 구조[90도]로 조정 가능)

듀얼 디스플레이 옵션
모듈 방식 시스템보드로 기술 변화 시 업그레이드 가능
다양한 POS전용 포트(USB, RS232, Cash Drawer)

콤팩트한 일체형 디자인 적은  설치 공간으로 공간을 절약하고 매장 디자인 환경의 유연성을 향상

주류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의 컴퓨팅 및 멀티미디어 프로세싱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능

전원 및 비전원 공급으로 비즈니스에 적합한 주변 장치 추가 가능

고해상도, 다중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좌 또는 우 (MSR, MRS+iButton) 지원가능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 주는 듀얼 디스플레이 시스템 옵션 지원(10인치 스크린)

주변장치 선택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OS 지원

POS, KIOSK  또는 SCO(Self Check Out)  등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소형 폼 팩터 디자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25도에서 90도까지 위치 조정 가능

기능 혜택

Intel® Celeron® J1900 / 2.0GHz 프로세서

고정형  POS 연결 옵션

15인치 (4:3) PCT multi-touch, 주 디스플레이 스크린

수평 조정 가능 구조

듀얼 화면 디스플레이

스탠다드 확장 가능

다양한 OS지원 가능



 

Toshiba T10 일체형 POS 시스템   기술 사양서

제품명 Toshiba T10 

기능

프로세서 Intel® Celeron® J1900 / up to 2.42 GHz 
메모리 4GB Memory (1 DIMM & 업그레이드 가능), 최대 8GB 
저장장치 128GB  SATA M.2 2280 SSD
오디오 모노 스피커 / PC Beeper (1) x 3.5mm 4 conductor 콤보 오디오 잭(CTIA only)
스피커 2W 모노 내장 스피커
네트워크 Realtek

고정단자

- (1) x 24V Powered USB  
- (2) x 12V Powered USB  
- (4) x 5V USB 3.0  
- (4) x RS232 (2-DB-9, 2 RJ50)  
- (1) x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 VGA  
- (1) x Drawer Port Minimum ‒ RJ12  
- (1) x RJ45 Ethernet 
- 스테레오 스피커/ PC Beeper  
- (1) x 3.5mm 4 conductor 콤보 오디오 잭(라인-아웃 과 마이크-인)

주 디스플레이
- 15’’ 4:3 1024x768 해상도  
- 250nits ‒ LED백라이트(50K 수명시간)  
- Bezel Free(10-points PCT 타입 터치패널)

주변장치(선택사양)

- 2x20 customer 디스플레이  
- 10인치 제 2 디스플레이  
- MSR   
- MSR+iButton 콤보

제어/ 표시등 - 전원, SSD, 네트워크 LED’s   
- 전원버튼

전원장착단자 (선택)

- (1) x 24V Powered USB 2.5A  
- (2) x 12V Powered USB 1.5A  
- (4) x USB 3.0  
- (4) x RS232 with DB-9 / 2 x RS232(RJ50 to DB-9 케이블 포함) 
- (1) x 미니 디스플레이포트,  VGA, DVI, HDMI  컨버터 케이블 지원  
- (1) x Drawer Port ‒ RJ12 24V  
- (1) x Gigabit Ethernet by RJ-45,  Wake on LAN 지원,  boot for LAN 지원  
- (1) x 3.5 mm 4 conductor 콤포 오디오 잭(라인-아웃 과 마이크-인)  
- (1) x 전원 버튼 
- COM1/COM2 DB9 pin9 (5V/12V 선택가능 by BIOS). 점퍼 없음.  
- COM3/COM4 RJ50 (DB9 컨버터 케이블 포함), DB9 pin9 (5V/12 선택가능 by BIOS). 점퍼 없음  
- Color / Key Coded Parts

 

Windows 10 2016 LTSB (32-bit and 64-bit)

운영체계 지원가능 POS 드라이버 지원 비고

Windows Embedded 7 / Win7

Windows Embedded POSReady 7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Linux kernel 4.0+ Ubuntu Linux & associated distributions

시스템 316 mm (12.40 in) 360 mm (14.17 in) 193 mm (7.60 in) Net Weight 5.0 Kg (11 lbs) Gross Weight 6.5 Kg (14 lbs) 

항목 높이 가로 세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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