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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구성 요소

Leica BLK3D Imager는실시간,사진
3D측정솔루션입니다.사용범위는
기술데이터장을참조하십시오.

1. 레이저/사진캡처

2. 터치스크린

3. 뒤로

4. 홈

5. 레이저/사진캡처

6. 최근측정

7. 사진캡처

8. USB포트보호덮개

9. USB포트

10. 켜짐/꺼짐

홈 화면

1. 상태표시줄

2. 사이드메뉴

3. Reality Capture

4. 레이저

5. 새프로젝트

6. Sketch &Document

7. Organ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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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기술데이터

레이저 거리 측정(ISO 163331-1):
적절한상태에서의정확도: 1 ±1.0mm / 0.04 in 3

부적절한상태에서의정확도: 2 ±2.0mm / 0.08 in 3

적절한상태에서의측정범위: 1 250m / 820 ft

부적절한상태에서의측정범위: 2 120m / 394 ft

최소표시단위: 0.1 mm / 1/32 in

X-Range Power Technology™: 있음

Ø레이저광선거리: 6 /30 /60mm(10/50/100m)

경사 측정 :
레이저빔의측정허용치: 4 ±0.2°

하우징의측정허용치: 4 ±0.2°

범위: 360°

화면 정확도 :
2D화면정확도: ± 3mm 5

3D화면정확도: ± 6mm 5

1) 100%타겟반사율(흰색페인트벽),낮은주변조명, 25 ºC에적용됨
2) 10 ~100%타겟반사율,높은주변조명, -10 °C ~+50 °C에적용됨
3)허용치는 95%의신뢰도로 0.05m ~10m의거리에적용됨.최대허용치는 10m ~30m거리에서는 0.1mm/m, 30m ~100m거리에서는 0.20mm/m,그리고 100m를초과하는
거리에서는 0.30mm/m입니다.
4)사용자보정이후.각사분면에서각도단위당 ±0.01° ~ ±45°의추가각도관련편차.
5)측정정확도는대상까지거리,기준선길이,대상의질감,조명조건,온도,보정등을포함한다양한요인에따라달라집니다.인용된수치는적절한상태에서의조건과
권장기준선(측정원리참조)에대해정상적인것으로가정하며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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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DST 360을 사용한 P2P측정(선택 사양):
작동범위수직센서: -64° ~ > 90°

최대수직센서정확도: +/- 0.1°

작동범위수평센서: 360°

최대수평센서정확도: +/- 0.1°

P2P기능의허용치거리
(센서및거리측정의조합)대략적:

+/- 2 mm / 2m
+/- 5mm / 5m
+/- 10mm /10m

수평조정범위: +/- 5°

일반 :
치수(H x W x D): 180.6 x 77.6 x 27.1mm(7.11 x 3.06 x 1.07 in)

중량(충전배터리포함): 480 g / 17 oz

온도범위: 보관: -25 ~ 60 °C / -13 ~ 140 °F
작동: -10 ~ 50 °C / 14 ~ 122 °F
충전: 0 ~ 40 °C / 32 ~ 104 °F

삼각대어댑터: 1/4-20 UNC나사어댑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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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기술 :
운영체제: Android 7 (Nougat)

프로세서: Snapdragon 820EQuadCore (2.35 GHz)

RAM메모리: 4 GB

실시간프로세서: STM32F446

화면: 5.0 "IPS, HD 720x1280 LCD정전식멀티터치스크린,화학적강화,밝기: 450 cd/m2

스테레오카메라: 픽셀: 2 x 10MP(대각기준선 15.8cm)
시야각: 80°
초점거리: 4.0 mm(35mm에서 22mm 1:1동등)
구경: F3.0

레이저 EDM카메라: 픽셀: 2 MP
시야각: 14°

I/O: 데이터전송및충전(방수),내장스피커및마이크용 USBType-C 1.0

키보드: 3개의물리적버튼(전원,레이저/사진캡처,사진캡처), 4개의터치버튼(뒤로,홈,최근이미지,
레이저/사진캡처)

추가센서: 나침반, 3D가속도계및 3D자이로스코프

레이저등급: 2

레이저유형: 655 nm, 0.95mW

저장소 :
내부저장소: 64 GB

단일촬영: 14000개의 3D이미지

다중촬영: 5000개의 3D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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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통신 :
Bluetooth® Smart: Bluetooth v4.1및 v2.1

방사전력: 1.78mW (BLE)
방사전력: 10.00mW (BT classic)
주파수: 2402-2480MHz

WLAN: 표준: 802.11 b/g/n
방사전력: 6.31mW
주파수: 2412-2462MHz

GPS: A-GPS및 GLONASS

전원 관리 :
배터리: 충전식배터리팩리튬이온(3.80 V, 3880mAh, 14.7Wh)(포함됨)

전원관리: AC어댑터(입력: 100-240V AC)(포함됨)
외부충전기(입력: 100-240V AC)(선택사양)

충전시간: < 3.5시간(AC어댑터사용)
< 5시간(선택사양외부충전기사용)

작동시간: 일반캡처*: 4시간 / 220다중촬영캡처
연속캡처*: 2.5시간 / 1000단일촬영캡처
레이저측정: 6.5시간 / 9500레이저측정
자동전원꺼짐: 3시간후

* Wi-Fi®, Bluetooth®꺼짐,플래시꺼짐,화면밝기 50%

Leica BLK3D 6



장비 설치
장비설치

소개

제품을처음사용하기전에안전
지침(안전지침참조)과사용자
설명서를자세히읽어보십시오.

장비책임자는이지시사항을
숙지해야합니다.

사용된기호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경고

조심하지않으면사망또는중상을
야기할수있는잠재적위험상황또는
부주의한사용을알립니다.

주의

조심하지않으면잠재적으로경상을
입거나물질적,경제적또는환경적인
손실을일으킬수있는위험상황또는
올바르지않은사용법을알립니다.

제품을기술적으로정확하고
효율적인방법으로사용할경우
추가되어야할중요한내용입니
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상태표시줄의배터리아이콘이
점멸하거나처음사용하기전에는
배터리를충전하십시오.충전
중에는장치의온도가올라갈
수있습니다.이것은정상적인
상태이며장치의수명이나성능에
영향을주지않습니다.배터리
온도가 40°C / 104°F를초과하는
경우,충전을중단하십시오.
권장보관온도 -20°C ~+30°C
(-4°F ~+86°F)에서 50%~100%
충전된배터리를 1년간보관할
수있습니다.보관기간이지난
후에는배터리를재충전해야
합니다.충전기는사용하지않을
때뽑아놓아서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주의

충전기를부적절하게연결하면장비에
심각한손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
잘못된사용으로발생하는손상은
보증을받을수없습니다. Leica
승인된충전기,배터리및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승인되지않은
충전기나케이블을사용하면배터리가
폭발하거나장비가손상될수있습니다.

장치의 USB포트를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제공된 USB-C케이블을사용해서
BLK3D를충전하십시오.덮개(1)를
열고장치(2)의포트에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제공된어댑터중
하나에 USB-C케이블의다른쪽
끝을연결하십시오.해당국가에
맞는적절한케이블을선택하십시오.
USB-C케이블을컴퓨터에연결하여
장치를충전할수도있지만이경우에
더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장치가
USB케이블을통해컴퓨터에
연결되어있는경우,데이터를
다운로드및업로드할수있습니다.
충전중에는장치를사용하여
이미지를측정하거나가져올수
없습니다.

USB충전기를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선택 사양 )

슬라이더(2)를왼쪽에서오른쪽으로
열어서배터리커버(1)를제거하십시오.
배터리(3)를빼서충전기(4)에
넣으십시오. USB케이블을포트(5)에
삽입하십시오.충전기를전기소켓에
연결하십시오.충전이완료되면
표시등(6)이녹색으로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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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

전원 켜기 /끄기

전원 켜기

ON/OFF버튼(1)을눌러장치를켭니다.

전원 끄기

ON/OFF버튼(1)을 2초이상누르고
있으면장치가꺼집니다.

업데이트

BLK3D Mobile은앱을시작할때
업데이트를검색합니다.

터치스크린 사용하기

터치스크린에는손가락을
사용하도록권장합니다.
터치스크린에다른전자장비가
닿지않도록하십시오.정전기
때문에터치스크린이오동작할
수있습니다.터치스크린에
물이닿지않도록하십시오.
터치스크린은습한환경이나
물에노출되면오동작할수
있습니다.터치스크린의손상을
방지하도록뾰족한것으로
누르거나손가락에지나친힘을
줘서누르지마십시오.

탭

디스플레이를탭해서응용프로그램을
열거나선택하십시오.

드래그

대상을길게터치해서대상위치로
끌어놓으십시오.

더블 탭

확대하려면이미지를두번탭하십시오.
돌아가려면다시탭하십시오.

확대 및 축소

이미지에서 2개의손가락을벌려서
확대하십시오.손가락을모아서
축소하십시오.

스와이프

화면을왼쪽에서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사이드메뉴를
스크롤하십시오.아래쪽으로
스와이프해서옵션을
스크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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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

활성화

운영체제의언어를선택하십시오.

다른장치의데이터를복사하거나새
데이터를설정하십시오.

Wi-Fi네트워크에연결하십시오. PIN또는암호로장치를보호하십시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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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

설정

"Settings(설정)"메뉴를선택하십시오.

사용자데이터를입력하십시오.
이데이터는프로젝트에저장되며
내보낸 PDF보고서의제목으로
사용됩니다.

측정단위를선택하십시오. 언어를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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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원리
측정원리

1 BLK3D Imager는 2개의서로다른
위치에서동일한장면에대한 2개의
동시 3D이미지를촬영하는보정
입체카메라를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3D입체시야를보는인간의
왼쪽눈및오른쪽눈과유사합니다.

Reality Capture: BLK3D Imager를사용한
사진캡처프로세스.

단일촬영:단일입체사진캡처.

다중촬영:약간다른위치에서동일한
3D이미지에대한복수의입체사진캡
처.

기준선: Reality Capture가진행되는
동안카메라사이의최대거리.이
거리는약간다른위치에서다중
촬영을사용하여증가시킬수
있습니다.

2 2개카메라의사진이 BLK3D화면에
표시됩니다. 2개의사진모두에서볼
수있는점만측정할수있습니다.

3 2개카메라에서바라보는 2개시선
사이의교차각은좋은 3D정확도를
얻기위한핵심요소입니다.각도는
대상까지의거리(D)와기준선
길이(B)의영향을받습니다.

4 대상까지짧은거리(D)에서사진을
촬영해서정확도를높이십시오.

짧은거리(D) =>향상된결과

Leica BLK3D 11



측정 원리

5 약간다른위치에서여러번
촬영해서기준선(B)의길이를
늘리십시오.

긴기준선(B) =>향상된결과

다중촬영을위한권장기준선:
Imager에서대상까지거리의 10%.

거리 기준선

1m / 3.3 ft 0.1 m / 0.3 ft

2 m / 6.6 ft 0.2 m / 0.7 ft

3 m / 9.8 ft 0.3 m / 1 ft

5 m / 16.4 ft 0.5 m / 1.6 ft

7 m / 23.0 ft 0.7 m / 2.3 ft

10m / 32.8 ft 1 m / 3.3 ft

15m / 49.2 ft 1.5 m / 5 ft

20m / 65.6 ft 2 m / 6.6 ft

너무멀리이동하면다중촬영
계산이실패할수있습니다.
결과는첫번째단일촬영을
기반으로계산됩니다.

6 다중촬영은 3D모델링에
사용되어야하는 3D측정및 3D
이미지에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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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Capture
Re a lity Ca p tu re

1.사진 촬영

1 "Reality Capture"기능을선택합니다. 2 여러가지설정중에서선택합니다.

Timer(타이머):사진촬영을위한
시간지연을설정합니다.

Grid(격자):더나은방향을정할
수있도록화면에격자선을
표시합니다.
Flash(플래시):플래시를 ON/OFF
또는자동으로설정합니다.

Cancel(취소):홈화면으로돌아
갑니다.

Menu(메뉴):주탐색을위한
메뉴를표시합니다.

3 BLK3D를올바르게잡습니다.
손가락으로카메라를가리지
않도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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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하려는대상이모든사진에서
보이도록하십시오.두장이상의
사진에서보이는점만측정할수
있습니다. "Photo(사진)"를눌러서
캡처합니다. "사진캡처"버튼을
사용할수도있습니다.

5 측정정확도를높이려면약간
다른시야에서추가로사진을
촬영하십시오.

6 사진을검토합니다. "Remove(제거)"
를눌러원하지않는사진을
삭제하고 "Done(완료)"을눌러
Review(검토)모드를종료합니다.

7 Measure(측정)모드로이동합니다
(2.사진에서거리측정참조).

신규:측정하지않고다음의
"Reality Capture" 3D이미지를
캡처합니다.



Reality Capture

2.사진에서 거리 측정

1 "Distance(거리)"를선택합니다.
제스처를사용하여측정하려는
대상을확대합니다.

2 사진에서첫번째점을탭하면측정
과정이시작됩니다.

Snap(스냅):사진의가장자리에
자동으로스냅합니다
(기본적으로활성화됨).
Delete(삭제):선택한측정
점/선을삭제합니다.

Undo(작업취소):마지막작업을
지웁니다.

3 두번째점을탭합니다.
측정된거리가자동으로선위에
표시됩니다.

4 측정된점을다시탭하면 Precise
(정밀)모드가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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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래그하고손가락을벌려서
측정하려는점을십자선의중심에
정확하게배치합니다.

Done(완료):점위치를
확인합니다.

Next(다음): Precise(정밀)모드
선택을위해다음지점으로
건너뜁니다.

6 Tools(도구)를선택해서태그를
추가하고, 3D이미지를이름
변경하거나삭제하고, 3D
이미지를프로젝트로이동하고
(Organiser참고),레이저로거리를
측정합니다(레이저참조).

7 라인을선택하고레이저로
거리를측정해서거리를대조
확인하십시오.레이저값은
괄호안에표시됩니다
(레이저참조).

8 다른옵션을선택합니다.

New(신규):측정모드를
종료하고새사진을촬영합니다.

Export(내보내기): 3D이미지를
JPG또는 PDF형식으로
내보냅니다.



Reality Capture

3.사진에서 면적 측정

1 "Area(면적)"를선택합니다.제스처를
사용하여측정하려는대상을
확대합니다.

2 사진에서첫번째점을탭하면측정
과정이시작됩니다.

Snap(스냅):사진의가장자리에
자동으로스냅합니다
(기본적으로활성화됨).
Delete(삭제):선택한측정
점/선을삭제합니다.

Undo(작업취소):마지막작업을
지웁니다.

3 사진의다른점을탭해서면적을
정의합니다. "Area(면적)"버튼을
탭해서면적정의를완료합니다.

4 측정된점을탭하면 Precise(정밀)
모드가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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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래그하고손가락을벌려서
측정하려는점을십자선의중심에
정확하게배치합니다.

Done(완료):점위치를
확인합니다.

Next(다음): Precise(정밀)모드
선택을위해다음지점으로
건너뜁니다.

6 Tools(도구)를선택해서태그를
추가하고, 3D이미지를이름
변경하거나삭제하고, 3D
이미지를프로젝트로이동하고
(Organiser참고),레이저로거리를
측정합니다(레이저참조).

7 라인을선택하고레이저로
거리를측정해서거리를대조
확인하십시오.레이저값은
괄호안에표시됩니다
(레이저참조).

8 다른옵션을선택합니다.

New(신규):측정모드를
종료하고새사진을촬영합니다.

Export(내보내기): 3D이미지를
JPG또는 PDF형식으로
내보냅니다.



레이저

레이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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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ser(레이저)"기능을선택합니다. 2 측정기준면(베이스)조정:

Back(뒷면):거리가장치바닥면에서
측정됩니다(기본설정).
Front(전면):거리가장치전면에서
측정됩니다.
Corner adaptor(코너어댑터):
거리가코너어댑터(선택사양)에서
측정됩니다.

3 "Tools(도구)"에서 "Distance(거리)"를
선택합니다.레이저로타겟을
조준합니다.

4 "Laser(레이저)"버튼을누릅니다
(개요참조).측정된거리가화면하
단에표시됩니다.

5 "Calc(계산)"를선택하고 "Add
(더하기)"와 "Subtract(빼기)"중
하나를선택합니다.다른거리
측정을수행하여이전측정값에서
더하기/빼기를하십시오.

6 "Tools(도구)"를선택하여다른측정
(Distance(거리), Smart Horizontal
(스마트수평), Area(면적)및 Volume
(체적))을선택하고측정값을 PDF
보고서로내보냅니다.

7 "Export(내보내기)"를선택하고
PDF보고서에인쇄될측정값을
선택합니다.

8 오른쪽에서왼쪽으로스와이프하여
단일측정값을삭제하거나 "Clear
(지우기)"를선택하여측정목록에서
모든측정값을삭제합니다.



레이저

스마트 수평

1 "Tools(도구)"에서 "Smart Horizontal
(스마트수평)"을선택합니다.
필요에따라측정기준면을
조정합니다.

2 레이저로목표물을조준합니다.
"Laser(레이저)"버튼으로
측정합니다.

3 수직거리와수평거리가
계산됩니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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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ser(레이저)"버튼을 2초간누르면
추적모드가활성화됩니다.

2 "Laser(레이저)"버튼을다시누르면
측정이완료됩니다.



레이저

면적

1 "Tools(도구)"에서 "Area(면적)"를
선택합니다.필요에따라측정
기준면을조정합니다.

2 "Laser(레이저)"버튼으로두가지
거리(길이와너비)를측정합니다.

3 둘레와면적이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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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ols(도구)"에서 "Volume(체적)"을
선택합니다.필요에따라측정
기준면을조정합니다.

2 "Laser(레이저)"버튼으로세가지
거리(길이,너비및높이)를
측정합니다.

3 면적,벽면적,둘레및체적이
자동으로계산됩니다.



Sketch & Document
Sk e tc h &Do c ume n t

Sketch Plan(선택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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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etch &Document"메뉴에서
"Sketch Plan"기능을선택합니다.

2 "Line(선)"버튼을선택하고드래그
또는탭해서그립니다.버튼을다시
누르면선이그려집니다.선을
시작점에연결하면선그리기가
완료됩니다.

3 "Area(면적)"버튼을선택하고드래그
또는탭해서그립니다.면적을
생성하려면화면에서 3개이상의
점을탭해야합니다. "Area(면적)"
버튼을다시탭해서면적정의를
완료합니다.

4 선을선택하고 "Laser(레이저)"를
눌러서길이를측정합니다.

5 스케치는자동으로확대/
축소됩니다.계산된값이괄호로
표시됩니다.면적및둘레가
스케치에자동으로인쇄됩니다.

6 또는,선을선택하고 "Enter"키를
눌러길이를추가합니다.

7 선을선택하고 "Opening(개방)"을
눌러서문이나창을추가합니다.

8 개방을드래그해서이동하거나
벽에서거리를선택해서
측정합니다.



Sketch & Document

9 개방을선택하고 "Modify(수정)"를
눌러유형을변경하고너비와
높이를입력합니다. "Rotate(회전)"
버튼을사용하여개방방향을
변경합니다.

10 "3D"모드로전환합니다.방높이를
입력할수있습니다.

11 "Document(문서)"로전환합니다.
장소가자동으로각선과개방으로
지정됩니다.장소를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Place (장소)"버튼을
누르고화면을탭하여새장소를
배치합니다.

12 3D이미지를추가할빈장소를
선택합니다.새사진을찍거나
기존사진을찾아볼수있습니다.
계획은최대 500개의 3D이미지를
저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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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D이미지를검토할장소를
선택합니다.이미지미리보기를
눌러열어서측정을추가합니다.

14 3D이미지를 "삭제"또는 "추가"할
장소를선택합니다.장소카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15 장소를삭제하려면장소를 2초간
누르고 "Delete(삭제)"를누릅니다.
저장된모든 3D이미지가
삭제됩니다.



Sketch & Document

Smart Room(선택 사항 )

1 "Sketch &Document"메뉴에서
"Smart Room"기능을선택합니다.

2 측정기준면을조정합니다.

Back(뒷면):거리가장치바닥면에서
측정됩니다(기본설정).
Front(전면):거리가장치전면에서
측정됩니다.
Corner adaptor(코너어댑터):
거리가코너어댑터(선택사양)에서
측정됩니다.

3 측정이진행되는동안화면이벽에서
떨어진방향으로향하도록
하십시오.

4 "Laser(레이저)"버튼을사용하여
방을시계방향/반시계방향으로
측정합니다.하나의 Smart Room에
대해최대 20회의측정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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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에따라반대방향으로측정할
수있습니다.

6 방높이는언제든지측정
가능합니다.

7 모든측정값이표시됩니다.마지막
측정이끝나면 "Finish(완료)"를
누릅니다.

8 평면도는 "Sketch"모드에서수정
가능합니다(Sketch Plan참조).



Sketch & Document

Measure Plan(선택 사양 )

1 BLK3D를 Leica DST 360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Sketch &Document"메뉴에서
"Measure Plan"기능을선택합니다.

3 측정을시작하기전에장비의수평을
맞춥니다.화면상의지침을
따릅니다.

4 "P2PMeasure(P2P측정)"탭에서
"Point(점)", "Line(선)"또는
"Area(면적)"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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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켓에레이저를조준하고 "Measure
(측정)"버튼으로측정합니다.측정된
점은평면도에주사되고자동으로
화면에표시됩니다.

6 전면카메라를사용하도록
Pointfinder를활성화하여 "Measure
(측정)"버튼을사용해서타겟측점을
조준하고측정합니다.

7 계획은 "Sketch"모드(Sketch Plan
참조)에서수정하거나 3D에서볼수
있습니다.



Sketch & Document

Measure Facade(선택 사양 )

1 BLK3D를 Leica DST 360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Sketch &Document"메뉴에서
"Measure Facade"기능을
선택합니다.

3 측정을시작하기전에장비의
수평을맞춥니다.화면상의지침을
따릅니다.

4 주사면을생성할건물외관평면을
정의합니다.화면상의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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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외관계획을정의한후,
"P2PMeasure(P2P측정)"탭에서
"Point(점)", "Line(선)"또는
"Area(면적)"를선택합니다.

6 타켓에레이저를조준하고 "Measure
(측정)"버튼으로측정합니다.측정된
점은평면도에주사되고자동으로
화면에표시됩니다.

7 전면카메라를사용하도록
Pointfinder를활성화하여 "Measure
(측정)"버튼을사용해서타겟측점을
조준하고측정합니다.

8 계획은 Sketch모드에서수정
가능합니다(Sketch Plan참조).
건물외관에대해 3D뷰를사용할
수없습니다.



Organiser
Org a n is e r

1 "Organiser"기능을선택합니다. 2 모든계획과 3D이미지는다음의네
가지범주로저장됩니다.

1. All(모두)

2. Projects(프로젝트)

3. 3D Images(3D이미지)

4. Plans(계획)

3 "All(모두)"범주를엽니다.모든
계획, 3D이미지및프로젝트가
저장됩니다.

4 "Select(선택)"버튼을사용하여
항목을선택하십시오. Export
(내보내기), Move to Project
(프로젝트로이동), Rename
(이름바꾸기), Tag(태그)및
Delete(삭제)와같은다양한
작업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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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jects(프로젝트)"범주를엽니다.
"Project(프로젝트)"버튼을눌러새
프로젝트폴더를만듭니다.계획및
3D이미지를프로젝트폴더로
이동할수있습니다.

6 모든 Reality Capture 3D이미지가
저장되는 "3D이미지"범주를
엽니다. "RC"버튼을눌러
Reality Capture로전환해서새
3D이미지를촬영합니다.

7 "Plans(계획)"범주를엽니다.
3D이미지가첨부된계획을비롯한
모든계획이저장됩니다.

8 "S&D"버튼을눌러새계획을
추가합니다.



관리

관리

l 물기있는부드러운천으로장치의먼지를
닦아내십시오.

l 장치를물에담그지마십시오.

l 마모성세척제또는용액을사용하지
마십시오.

l 정기적으로데이터를백업하십시오.
Leica Geosystems AG는데이터손실에
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l 주의해서취급하십시오. BLK3D Imager는
매우정밀한광학측정장치입니다.

l 떨어지지않도록목줄을사용하십시오.

l 떨어뜨리지마십시오.강한충격이나진동이
가해지면제품이오작동할수있습니다.
떨어뜨린경우카메라보정상태를점검해야
합니다.

l 장시간사용하면장치가뜨거워질수
있습니다.이것은정상이며고장난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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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

Leica BLK3D는 Leica Geosystems AG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받습니다.

국제제한보증에대한자세한내용은 https://leica-
geosystems.com/-/media/files/leicageosystems/about_
us/legal%20document/internationallimitedwarranty_
english_2013.ashx?la=en에서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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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안전지침

장비책임자는모든사용자가아래의주의
사항을읽고준수하도록해야합니다.본
제품은숙련된전문가가사용해야합니다.

기호 설명

사용된기호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경고

조심하지않으면사망또는중상을야기할수있는
잠재적위험상황또는부주의한사용을알립니다.

주의

조심하지않으면잠재적으로경상을입거나물질적,
경제적또는환경적인손실을일으킬수있는위험
상황또는올바르지않은사용법을알립니다.

제품을기술적으로정확하고효율적인
방법으로사용할경우추가되어야할
중요한내용입니다.

사용처

l 3D이미지캡처

l 3D이미지에서측정

l 거리측정

l 경사측정

l 지점간측정

l Bluetooth®/WLAN을사용한데이터전송

l 2D/3D CAD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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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금지 사항

l 장치를처음사용할때지침을읽지않고
사용

l 명시된사용제한범위를넘어서장치사용
(사용제한섹션참조)

l 안전시스템의해제및위험경고표시와
설명의제거

l 도구(예를들어,드라이버)를사용한제품
분해

l 다른회사의미승인액세서리사용

l 고의적으로타인에게눈부시게하는행위
(어두운환경도포함)

l 측량하기에안전하지못한현장에서의장치
사용

l 사다리이용할때,작동중인기계
가까이에서측정할때또는보호장치가
없는기계부품이나시설근처에서
측정할때,발판대위에서의고의적
또는무책임한행동

l 직접태양에조준하는행위

사용상의 위험

경고

장비에결함이있거나,이것을떨어뜨리거나,오용
또는개조하는경우,측정값오류가발생할수있으니
유의하십시오.정기적인시험측정을하십시오.특히,
장비를비정상적으로사용했거나,중요한측정
작업의이전,중간및이후에필요합니다.

주의

제품을직접수리하지마십시오.장비가손상된경우,
가까운대리점에문의하십시오.

경고

허가받지않고사용자임의로장비를변경하거나
수정하면사용자의장비작동권한이박탈될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충전할때는제조업체에서권장하는
충전기만사용하십시오.

경고

정확도를점검하기위해 "확인및조정"기능과 BLK3D
보정타겟판을사용하도록권장합니다.

사용 제한

기술데이터섹션을참조하십시오.이장치는
사람이거주하는환경에서사용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제품을폭발위험이
있는지역이나불안정한환경에서사용하지
마십시오.

Leica BLK3D 28



안전 지침

책임 범위

다음 장비의 제조 업체 책임 :

Leica Geosystems AG

Heinrich-Wild-Strasse

CH-9435 Heerbrugg

인터넷: www.leica-geosystems.com

상기회사는사용자설명서를포함한제품을
완벽하고안전한상태로공급할책임이있습니다.

상기회사는타사에서제공하는부속품에대한
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장비 담당자의 책임 :
l 제품의안전지침과사용자설명서의지침에
대해이해해야합니다.

l 사고예방과관련된지역안전규정에대한
숙지.

l 허가받지않은사람이제품을사용하도록
해서는안됩니다.

폐기

주의

방전된배터리는가정용쓰레기와분리하여
폐기하십시오.환경을보호하고해당국가
또는지역규정에따라마련된수집처에
폐기해주십시오.

제품을가정용쓰레기와함께폐기하지
마십시오.제품폐기시자국의규정에따라
적합한방법으로제품을폐기하십시오.
해당국가및해당지역의특별법규를
따르십시오.

품별처리및폐기관리정보는당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전자기파 적합성 (EMC)

경고

이장치는관련표준및법규의가장엄격한요건을
준수합니다.그러나,다른장치에장해를일으킬수
있는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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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일본 전파법 및 일본 전기 통신

사업법 준법 감시 기구

본장치는일본전파법및일본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허가됩니다.

규정

규정정보,인증및규정준수마크는 BLK3D에서
제공됩니다. Android설정 >전화기정보 >규정
라벨로이동하십시오.

Bluetooth®가 있는 제품의 사용

경고

정전기방전은설비(예를들어,심장박동기또는
보청기와같은의료기)및항공기에서다른장비에
장해를야기시킬수있습니다.또한,인체및동물에
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주의 사항 :

본장비가가장엄격한표준및법규를준수함에도
불구하고,인체및동물에대한유해가능성을
완전히배제할수없습니다.

l 장비를주유소,화학공장,폭발가능성이
있는환경,그리고발파작업이있는장소의
근처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l 장비를의료장비근처에서사용하지
마십시오.

l 장비를항공기내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l 장비를인체가까이에서장시간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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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레이저 등급

이장치는장비에서가시레이저광선을방사하는
제품입니다.이제품은아래규정을따르는 2등급
레이저제품입니다.

l IEC60825-1 : 2014 "레이저제품의방사선안
전도"

레이저 2등급 제품 :

레이저광선을주시하거나불필요하게다른사람에게
직접조준하지마십시오.눈은일반적으로눈꺼풀
깜빡임과같은위험반응을통해자신을보호합니다.

경고

광학장비(예를들어,현미경,망원경)를사용하여
광선을직접보면위험할수있습니다.

주의

레이저광선을쳐다보면눈에위험할수있습니다.
다른사람의눈이부시도록하지마십시오.앱이나
소프트웨어를통해제품을원격으로작동하는
경우에는레이저광선의방향에특별히
주의하십시오.언제든지측정을트리거할수
있습니다.

파장

655 nm

안전규격을위한최대방사출력전력

0.95mW

펄스주기

>400 ps

펄스반복주기

320MHz

광선분기

0.16 x 0.6mrad

라벨

사전통보없이변경(그림,설명및기술사양)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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