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x™700 시리즈
안팎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Toshiba

TCx™700 시리즈

입증된 성능으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이 플랫폼
을 안팎으로 대폭 개조했습니다.
기술적 제약이 해결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사
상 최고의 속도로 매장 운영 업무 처리
믹스 앤 매치 컬러 옵션으로 성능만큼이나 멋진
외관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구성
업계 최고의 신뢰성과 성능으로 투자 효과를 극
대화하는 튼튼한 POS 시스템

Toshiba TCx™700 시리즈 POS 시스템의 차원이 다른 성능과 효율
성,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나 보십시오. 첨단 기술을 채택
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설계도 모듈 방식으로 개선했습
니다. 또한 TCx™700은 30% 증강된 성능과 빠른 처리 속도 및 더욱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을 갖추고 있어 아무리 까다로운 매장 환경에
도 알맞습니다.
고속 네트워킹 덕분에 소비자와 직원이 다른 채널의 상품에도 빠르
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그래픽 해상도를 자랑하는 비디
오 디스플레이 세 대를 통해 매력적인 양방향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Cx™700 시리즈는 현대 유통업 환경을 위한 최고급
POS 시스템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유통업체는 이 시
스템으로 탄탄한 브랜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향상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oshiba는 기존의 SurePos 700 모델을 새로 설계한 TCx™700 시리
즈를 Together Commerce™ Experience 솔루션 제품군에 추가하는
등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Toshiba의 유통업 설계 및 엔지
니어링 전문가 팀은 업계를 선도하는 SurePos 700 핵심 제품을 토대
로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품의 차원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로 탄생한 이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강력한 POS 솔루션은 차세대
상거래 환경에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 고객들이 믿고
선택하는 대표 모델인 700 시스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전설적인 신뢰성은 그대로 유지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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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iba TCx™700의 후드 안에는 오늘날 유통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 보장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업무 중단 없이 안전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
습니다. 전환 가능한 모듈식 설계와 표준 기반의 플랫폼을 갖춘
TCx™700은 유연하고도 손쉬운 업그레이드를 보장합니다. 유통업
에 알맞게 구조를 강화한 덕분에 7년 이상의 서비스 수명을 자랑하
며, 가혹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가동 시간과 장기적 신뢰성을 발휘
합니다.
유통업용으로 최적화된 TCx™700의 혁신 기술은 유통업체에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를 선사합니다. 차세대 Intel Core i3 프로세
서 옵션과 최대 32G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 하드 디스크 또는
SSD 옵션으로 무장한 TCx™700은 최대 30% 더 강력한 성능과 더
빠른 처리 속도 및 넉넉한 추가 스토리지 용량으로 아무리 까다로
운 소비자 서비스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구현합니다. 고
속 네트워킹 덕분에 쇼핑객과 직원 모두 다른 채널의 상품에 빠르
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그래픽 해상도를 자랑하는 듀얼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매력적인 양방향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구 없이 정비할 수 있으며 “초절전” 기능으로 작업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새로운 전문 설계 모델로 더욱 다양해진 배치 옵션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최대 32G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

TCx™700 시리즈

지속적인 시스템 가동 및 실행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47%나 절감되는 초절전 기능이 있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표시등과 부팅 메시지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혹독한 매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유통업용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도구 없이 정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비 비용이 더 저렴합
니다.
RMA(Remote Management Agent)를 통해 사전 모니터링 및
정비를 지원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설계
간소한 모양으로 새롭게 설계된 TCx™700은 보다 다양한 장
소에 배치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최대 50%까지 개선
됩니다.
TCx™700의 숨겨진 환기구가 과열을 방지해 주므로 카운터
아래나 매장 내 협소한 공간에 배치해도 됩니다.
도구 없이 제품 전면을 통해 내부 구성 요소에 안전하고 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때문에 가동 시간과 유용성이 뛰어납
니다.
TCx™700은 서비스 기간이 최대 7년에 달하며 확장성이 뛰어
난 기술로 유통업체의 기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으므로 현
재는 물론 향후에도 활용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판매 시점의 혁신을 통해 채널 간 판매 및 옴니채널의 장점 구현
Toshiba TCx™700 모델과 함께 업계를 선도하는 Toshiba의 소프
트웨어, 시스템, 데이터 통합 및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차원이 다
른 매장 솔루션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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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그림: TCx™786과 TCx™Display, SureMark 듀얼 스테이
션 프린터, LCD 화면이 장착된 67키 키보드

7 최신 디자인과 색상으로 새롭게 설계된 신형 2x20 디스플
레이(옵션)

2 아이언 그레이 또는 펄 화이트 등 레이븐 블랙 색상의 본체
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포인트 컬러 옵션 선택 가능 잘 맞
는 색상의 주변 장치(모두 옵션)를 포함하여 분산형 또는
통합형 구성 가능

8 전면 통풍구로 공기 흐름 촉진 및 이동 부품 최소화 - 발열
량 감소 및 지속적인 시스템 가동

3 차세대 Intel 기술로 매장 애플리케이션의 현재는 물론 미
래까지 보장
4 작동 전환이 손쉬운 초절전 기능을 이용한 POS “대기” 모
드로 전력 비용 절감
5 사실상 도구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모든 구성
요소를 전면에서 액세스하므로 정비 시간 및 비용 감소
6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최대 16GB 또는 32GB
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 및 SSD 옵션으로 속도 향상

9 레이븐 블랙 색상의 신형 USB 또는 SDL 현금 서랍은 새로
워진 커버 설계를 보완하며, 이 옵션을 통합하여 사용할 경
우 날렵한 외형 완성
10 정보 표시등과 장애 메시지를 통해 시스템 상태를 미리 모
니터함으로써 가동 중단 방지
11 USB 및 PS/2 67키, 67키 LCD, ANPOS 및 Compact
ANPOS(모두 옵션)
12 선택 및 업그레이드 가능한 SurePort를 통해 유통업체의
기존 장치를 활용하는 한편 고객 장치 또는 직원 장치와 연
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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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Toshiba TCx700 기술 요구사항
제품 이름

TCx740

TCx780

모델 번호

4900-746, E46, C46

4900-786, E86, C86

프로세서

Intel Celeron G1820TE

Intel Celeron G1820, Intel Core i3 4330
또는 Intel Core i5(2016년 출시 예정인 한
정 구성)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500GB 옵션(E46의 업그레이드 옵션,
C46의 표준 옵션)

500GB 옵션(E86의 업그레이드 옵션,
C86의 표준 옵션)

SSD

64GB 옵션 또는 128GB 옵션
(E46의 64GB 표준, 128GB 업그레이드
옵션 및 C46의 업그레이드 옵션)

64GB 옵션 또는 128GB 옵션
(E86의 64GB 표준, 128GB 업그레이드
옵션 및 C86의 업그레이드 옵션)

시스템 메모리†

2GB(E46 및 C46에서 4GB, 최대 16GB)

4GB(최대 32GB)

비디오 메모리

최대 256MB(시스템 메모리와 공유)

라이저 카드 옵션

기본형 라이저는 PCI Express 슬롯 2개
플러스형 라이저는 PCI Express 슬롯 2개 및 128K NVRAM
(4690 지원을 위해서는 플러스형 라이저 필수)

보조 드라이브

필드 업그레이드 옵션
500GB HDD 추가 또는 64GB/128GB SSD
C46 및 C86에 설치 가능 (2차 드라이브는 1차 드라이브와 미디어 유형이 동일해야 함)

DVD 버너

내부 옵션(C46, C86의 표준)

배터리 백업

내장 UPS(기존의 철제 와이드 커버 전용)

Toshiba SurePorts

연결 옵션은 “Toshiba SurePorts” 표를 참조하십시오. C46 및 C86 컨트롤러 모델에는
SurePorts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면 포트 옵션

12V USB 1개, 헤드폰 1개

후면 포트

PC USB 2.0 2개, PC USB 3.0 1개, RS-232 2개, PS/2 키보드 1개, PS/2 마우스 1개,
오디오 마이크/라인 출력, RJ45 이더넷 10/100/1000 1개, 디스플레이 포트 2개,
VGA 1개

후면 포트 추가 옵션

VGA 1개
RS-232 2개, 플러스형 라이저 필수, PCI 슬롯에 포트 설치

시스템 관리

SMBIOS, WOL(Wake on LAN), PXE, WFM(Wired for Management),
TRM(Trusted Platform Management)

전원 관리‡

초절전 자동화, A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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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hiba TCx700 기술 요구사항
치수(WxDxH)

TCx Narrow 320mm x 444mm x 102mm(12.6”x17.48”x4.04”)
TCx Wide 442mm x 424mm x 105mm(17.4”x16.69”x4.13”)
TCx 케이블 커버 사용 시 깊이 51mm(2”) 추가
기존형 Wide 435×475×117.3mm(17.1”×18.7”×4.62”)

중량

TCx Narrow 10.3kg(22.7파운드), TCx Wide 12.2kg(26.9파운드)
기존형 Wide: 12.3kg(27.1파운드), UPS 장착 Wide 모델: 16.7kg(36.8파운드)
80+ Platinum Efficient 범용 스위치 전원 공급 장치(47 - 63Hz), 일반 90W/최대 250W

전원 공급 장치
지원되는 운영 체제

§

Toshiba 4690 OS, V6.5 Enhanced(1H2016 사용)
Microsoft Windows POSReady 2009
Microsoft Windows POSReady 7(64비트* 및 32비트)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64비트* 및 32비트) 또는 Ultimate
Microsoft Windows 8.1 Professional(64비트)
Microsoft Windows Embedded 8.1 산업용(64비트)
Microsoft Windows 10 Professional(64비트), 연말까지 제공
SUSE Linux Enterprise 11 Server SP3, 2016년 출시
SUSE Linux Enterprise 11 Desktop SP3, 2016년 출시
*64비트 사전 탑재 가능

지원되는 드라이버

UPOS 1.14.0 이상(OPOS, JavaPOS 포함)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Toshiba SurePOS ACE; Toshiba General Sales Application; Toshiba 4680 - 4690
Supermarket Application; 사용자 정의 Toshiba 애플리케이션; Toshiba 비즈니스 파트너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리 도구

Toshiba RMA(Remote Management Agent), IBM Director

제한 보증

**

현장 서비스 1년. TCxCare를 통한 서비스 연장 가능.

기술 지원

††

Techline 웹 기반 지원

서비스 공급

*
†
‡
§
**
††

단종 후 최대 7년까지

스토리지 용량을 나타내는 MB/GB는 1백만/10억 바이트와 같습니다. 액세스 가능한 용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비디오를 모두 지원하는 메모리. 액세스 가능한 시스템 메모리 용량은 설치된 메모리에서 비디오용으로 정의된 메모리 크기를 뺀 용량입니다.
전원 관리 기능은 장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45 및 E85에는 Microsoft Embedded가 사전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모델에는 운영체제가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Toshiba 제한 보증서의 이용 약관 사본이 필요한 경우 Toshiba 담당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기술 지원 대응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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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Port

하단 줄

상단 줄 옵션

기본형 라이저
옵션

플러스형 라이저

금전 출납기

0 또는 2

2

전원 공급 USB 2.0(12V)

4 또는 3

2

전원 공급 USB 2.0(24 V)

1

1

기본형 또는
플러스형 라이저
전원 공급 USB

플러스형 라이저
전용
RS-485

5

RS-485 포트 5 키보드

1

RS-485 포트 4 고객
디스플레이

1

RS-485 포트 7 프린터‡‡

1

RS-485 포트 9 고객
디스플레이/스캐너

플러스형 라이저
전용
RS-232

1

전원 공급 RS-232
(12V 또는 5V)

1
3(15핀 또는 9핀)

주변기기 옵션***
디스플레이

Toshiba TCx 디스플레이, Toshiba SurePoint™(터치/일반), USB, RS-485 및 RS-232 40자 및
문자/그래픽 디스플레이

프린터

Toshiba SureMark™ 프린터, Toshiba 4689-TD5 SurePOS 프린터, Toshiba Fiscal 프린터

키보드

USB 및 PS/2 모듈식 67키, ANPOS 및 Compact ANPOS

금전 출납기

풀사이즈, 콤팩트 및 플립 톱

일체형 트레이

시스템 장치, 탁상형, 금전 출납기 경사형 트레이

‡‡
***

POS 프린터 한 대를 연결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4V 공급 가능
일부 주변기기는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Toshiba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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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지원 문의
모델 정보 문의
고객을 위해 더 효과적인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을 위해 더 스
마트한 운영 환경을 보장하는 TCx70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해당
지역 Toshiba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www.toshibacommerce.com

1The new Toshiba TCx™700 models delivers up to 50 percent
reduction in maximum power consumption compared to select
withdrawn models. 12시간 동안 초절전 모드로 켜 두면 추가로
47%가 절약됩니다. 출처: http://www.toshibagcs.com/news/
why/ecofriendly/index.html
2The new Toshiba TCx™700 models provides up to 30 percent
more performance when compared to select predecessor
models available.

또한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에서는 신용이 확실한 고객
들이 사업상 필요한 솔루션을 가장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금융 지원 파트너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
니다.
Together Commerce
Together Commerce는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를 완벽하
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통업체의 전략, 매장 및 기술을 조정하기
위한 Toshiba의 새로운 미래형 유통업 비전입니다. 이러한 협업 방
식에 따라 유통업체와 고객 양쪽에 이익이 되는 거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Toshiba의 유통업 솔루션
세계 최고의 통합 매장 솔루션 제공업체로 유통업에 대한 통찰을
갖추고 있는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는 계산대, 소비자
대응 및 유통 업무용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지역의 고객
및 쇼핑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TCx™700 시리즈
Copyright © 2015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Inc.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Inc.
3039 Cornwallis Road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09
U.S.A.
Toshiba 및 Toshiba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Toshiba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정보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
시적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Toshiba의 일부 제품 및 서비스는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Toshiba의 향후 방향 및 의도에 대한 진술은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철
회될 수 있으며, 단지 목표 및 목적에 대한 진술일 뿐입니다.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 홈 페이지는
www.toshibacommerce.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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