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x™ Dual
Station 프린터

듀얼 스테이션 모델(2TN - No MICR, 2TC - MICR)
인쇄 솔루션으로 성공적인 상거래 실현
소매업 맞춤 설계
Toshiba Global Commerce Solutions는 인쇄 솔루션
분야의 선도업체이며, POS 프린터가 모든 고성능 POS
시스템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매업을 위해 설계된 인쇄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폭넓게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매업 환경에 손쉬운 시스템 관리,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최신 TCx™ Dual Station 프린터는 초당 406mm이라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 건당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결제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TCx Dual
Station 프린터는 Toshiba의 명성에 걸맞은 소매업에서
다져진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준비가 완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내 주요
거래 시점(POT)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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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중심 설계

신뢰성을 위한 설계

• 영수증 인쇄 속도 -- 406mm/초(125lps, 8lpi)

• 잦은 사용과 논스톱 운영 환경을 견디는 강철 프레임

• 문서 인쇄 속도 -- 5.8LPS (40열 @ 18.9CPI)

• 20배* 강화된 프린터 버튼

• 인쇄 해상도 – 203dpi

• 튼튼하고 작동이 쉬운 용지함 덮개 – 덮개를 손으로

TCx Dual Station 프린터는 POS 가동 시간을 보장하는
최적화된 프린터 성능과 원격 관리 기능이 요구되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최소한의 설치 면적에서 최대의 효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컴팩트한 소형 인쇄 솔루션입니다. Toshiba의
프린터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도입된 업계 표준
POS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성, 설치 및 관리가
쉬우며 플랫폼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 MICR 및 정확도 -- MICR = E13B 및 CMC7, 정확도 =

모든 소매업체는 POS 하드웨어 도구 상자에 적어도 한
대의 영수증 프린터가 필요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장비에 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Toshiba가 까다로운 점포
환경을 지원하고 점포 내 모든 유형의 엔드포인트에
민첩하게 적응이 가능하며 POS 거래를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쇼핑 고객에게 잊히지 않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르고노믹스를 접목해 사람에게 최적화된
인쇄 솔루션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들어 올리거나 푸시버튼 사용

• 안정적인 조립을 위한 견고한 걸쇠 기능

99.95%

• 문서 복사 용량 -- 원본 1 + 사본 3

• 먼지에 강한 새로운 용지 센서 설계

• 30+ % 용지 감소 비용 절감

• 프린터 상태 센서

• 전력 소비: Off (대기모드) - 0.1W
유휴 상태 (절전모드) - 0.5W | 활성 - 데이터에 따라
다름
소매업체
전력 및 용지 절약을
통해 비용을 아끼면서
쉽고 효율적인 인쇄가
가능합니다.

판매 직원
신뢰할 수 있고 간단한 영수증
프린터의 설치로 가동 중단
시간이 최소화되며 용지
교체가 쉽고 빨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됩니다.

인쇄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환경적 영향은 인쇄에
사용되는 용지 그리고 프린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인쇄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환경
영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린터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탄소 발자국은 종이 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약 80%).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및
인쇄 할당량 관리 기능이 중요합니다.

고객
고객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신속한
쇼핑 인터랙션으로
대기 줄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Toshiba TCx Dual Station 프린터는 자사의 일반 인쇄
모드 대비 30% 이상의 용지 감소 비용 절감 및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비 절약 효과(대기 및 유휴 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공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배출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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