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inch 
Signature Pad

데이터시트

STU-430



STU-430
The versatile 
eSignature solution

제품 개요

모든 서명 환경에 이상적인 STU-430은 얇고 날렵하게 개선된 
새로운 표면 디자인을 적용한 다용도 흑백 서명 패드입니다. 넉넉한 
4.5인치 LCD 화면은 수기 전자 서명을 받기에 충분하고 서명 
공간에 더해 소프트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이 
뛰어나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쉽게 화면을 읽을 수 있고, 최첨단 
암호화 기술과 고유한 하드웨어 ID로 안전한 서명 경험을 
보장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 수기 전자 서명을 받고 소프트 버튼을 추가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4.5인치 흑백 반사형 LCD 디스플레이를 통한 
실용적인 전자 서명 캡처

• 1,024단계의 펜 필압을 감지하는 디지털 펜을 통한 
정확한 생체 전자 서명

• Wacom의 특허받은 전자기 공명 방식(EMR) 기술과 무 
건전지 디지털 펜을 사용해 유지보수 작업 및 비용 최소화

• 500,000회의 서명 테스트를 표면 마모 없이 통과한 긁힘 
방지 강화 커버글래스를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 

• 최첨단 AES256 / RSA2048 암호화 기술로 안전한 
거래 보장

• 사용하지 않을 때 펜을 보관하는 전용 공간인 통합 디지털 
펜 꽂이와 실수에 의한 USB 케이블 분리를 방지하는 
USB 케이블 잠금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PC 연결

• 서명에 사용되는 서명 패드 장치를 식별하는 UID(고유 
하드웨어 ID)를 통해 서명 추적 강화

• Kensington® 보안 슬롯이 내장되어 기기 보안성 향상



일반 사양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161 x 174 x 11 mm / 6.3 x 6.9 x 0.4 inch

중량(스탠드 포함) 280 g

본체 색상 회색

전원 공급 USB, 별도의 전원 어댑터 불필요

소비 전력 최대 1.0 W

통신 인터페이스 USB

LC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유형 F-STN

커버 플레이트 표면 강화 유리

기본 해상도 320 x 200 화소

패드 및 펜

감지 기술 전자기공명방식(EMR)

작업 영역 96 x 60 mm / 3.8 x 2.4 inch

좌표 해상도 2540 lpi / 0.01 mm/pt(비보정)

좌표 정확도 ±0.5 mm / ±0.02 inch(중앙)

응답 속도 초당 200포인트(비보정)

필압 레벨 1,024(비보정)

암호화 AES256 / RSA2048

기타

펜 보관 펜 트레이

연결 보안 USB 케이블 잠금 시스템

데이터 보안  내부 패드 메모리 없이 실시간 서명 캡처

보안 슬롯 있음, Kensington

작동 온도, 상대 습도  +5° C ~ +40° C(+41° F ~ +104° F), 
(습도 30% ~ 80% RH, 결로 현상 없는 것)

보관 온도, 상대 습도  -20° C ~ +60° C(-4° F ~ +140° F), 
(습도 30% ~ 90% RH, 결로 현상 없는 것)

서명 소프트웨어 호환성  Windows 서명 /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와  
Wacom sign pro PDF 및 Adobe Acrobat용 sign 
pro PDF 플러그인과 호환. Windows의 경우 C++, .Net 
및 Java 개발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다른 개발 언어 및 플
랫폼에서 라이브러리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가능 여부는 
Wacom으로 문의 요망)

보증  1년

제품 구성  서명 패드, 무 건전지 무선 펜, USB 케이블(3 m),  
퀵 스타트 가이드(QSG), 펜 연결 끈(나일론 섬유, 50 cm)



More human

Mor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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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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상세정보 및 기타 관련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80-800-1231 /// Contactapbs@Wa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