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팩트 솔루션, 탁월한 성능

소규모 플랫폼을 통한 성공적인 상거래 구현 

소매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POS 시스템을 통해 매장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매업체는 쇼핑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나름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에 최적화된 Toshiba D10 POS 시스템은 
합리적인 가격의 세련된 POS 시스템을 찾는 중소기업 및 
기존 소매업체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날렵하고 콤팩트한 
솔루션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Toshiba D10 POS의 작고 우아한 디자인은 카운터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므로 소매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용 공간이 더 제한적인 곳에서는 Toshiba 
D10 POS를 옆으로 세워 선반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기능 
또는 품질 저하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주변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이므로 
비즈니스에 꼭 맞는 완벽한 POS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비즈니스 
파트너가 독점 제공하는 일부 시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Toshiba D10   
POS 시스템



TOSHIBA D10 2

Copyright © 2018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Inc. 
3901 S. Miami Blvd.

Durham, NC 27703 | U.S.A.
www.toshibacommerce.com

Toshiba 및 Toshiba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Toshiba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그 밖의 모든 상표와 로고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oshiba의 일부 제품 및 서비스는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매 가능 여부는 가까운 Toshiba 공인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CD15039-KRKO-01 

.

구성 및 사양:
• AMD GX-218GL  
 Processor

• 4GB 메모리(DIMM 슬롯 2개)

• 64GB SSD

• (1) 24V 전력 USB 포트
• (1) 12V 전력 USB 포트
• (4) 전력 RS232 포트
• (1) 금전 출납기 포트

• USB 포트(2 x 2.0, 1 x 3.0)

• (1) 3.5mm 오디오 포트
• (2) 비디오(1 x VGA, 1 x 
   DisplayPort)

• 전원 – 내부
• 크기: 265mm x     
   277mm x 90mm(WxDxH)

세련된 콤팩트 솔루션으로  
탁월한 기능 선사
우수한 성능 및 간편한 유지보수
이제 소매업체가 좁은 공간 때문에 POS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사라집니다. Toshiba D10 POS
는 다양한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AMD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저전력 특성으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Toshiba D10의 단순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은 단 한개의 전면 베젤 조립, 심플한 
렌즈 디자인의 LED 인디케이터, 고정 연결 옵션 및 
내장형 전원 관리 기능 등을 갖춰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Toshiba D10 POS는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태 발자국 및 운영 비용을 줄여 줍니다.

운영 효과
Toshiba D10은 에너지 절약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내장형 전원 관리 기능과 함께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소규모 신생기업 및 기존 
소매업체가 오늘날의 소매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스타일 및 다기능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탑재하여 
날렵하고 콤팩트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으며 고객 경험 
및 직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
매장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면적당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지원:
• Windows Embedded 7 / Win7 32비트 및 64비트
• Microsoft Windows 10 Pro(64비트)

• Microsoft Windows 10 IoT(64비트)

• Ubuntu Linux v17.04 이상

직원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원활하게 계산 작업을 
처리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확한 결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