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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탁월한 선택언제나 탁월한 선택

Trimble® TSC5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6세대 측량 

컨트롤러로서, 매일 하루 종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Android 기반 측량 컨트롤러는 5 인치 스크린과 

완전한 키보드가 있어 장갑을 낀 손으로도 빠르고 능률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TSC5는 견고하면서도 가벼울 뿐 아니라 배터리가 

하루 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정밀한 현장 데이터 수집이든 레이아웃이든 TSC5는 Trimble Access™ 
외업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면 Trimble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성능과 

신뢰성의 이상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Trimble.com/TSC5



 손가락, 스타일러스, 장갑으로 조작 가능한 눈부심 

방지형의 밝은 5 인치 터치 스크린은 태양광 

아래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백라이트 영숫자 키패드.

 12개 물리적 기능 키에다 Shift 및 AGr 키 조합이 

가능해 작업 속도 향상 옵션이 한층 많아집니다.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고 교체식이어서 종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군사용 규격으로 제작된 
IP65 등급이므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최신 Trimble Access 외업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측량 워크플로를 간소화합니다.

 Trimble R12i 및 Trimble R12 등 호환되는 외부 Trimble 
GNSS 수신기를 지원해 고정확도 측위 요건을 

중족합니다.

 사용자 교체식 별매 Trimble EMPOWER 모듈을 

사용해 장거리 무선통신 장치나 미터 미만 정확도 

수준의 GNSS 수신기 같은 별도 기능을 추가합니다.

 기타기타 TSC5 특징특징...

 고해상도 13 MP 카메라

 빠르고 강력한 Qualcomm 2.2 GHz 프로세서

 4 GB 메모리와 64 GB 저장 공간

 핫 스폿 기능이 있는 전세계적 WWAN 
(AT&T 및 Verizon 인증)

측량자의 성공적인 일상 작업을 위한  측량자의 성공적인 일상 작업을 위한  

높은 생산성높은 생산성

일상 실무용으로 설계된 Trimble TSC5 측량 컨트롤러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의 이상적 조합성능과 신뢰성의 이상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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