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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eicaBLK360 시리즈 장비를 구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매뉴얼에는 제품 세팅, 작동법 및 중요한 안전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 안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사용 전에 사용자 매뉴얼을 정독하여 주십시오.

또한 함께 제공되는 배터리 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제품 모델 및 일련 번호는 제품 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매처 또는 Leica Geosystems 인증 서비스 센터에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
다.

본 매뉴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Leica Geosystems 본사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국가별 목록을 확인하려면
http://leica-geosystems.com/contact-us/sales_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구매

제품 식별

Leica Geosystems 주소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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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지침
1.1 일반 사항

다음 지침은 제품 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위험 사항을 피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품 책임자는 모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고 메세지는 장비의 안전 컨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한 사용이 발생할 경우
나타납니다.

경고 메세지...
• 제품 사용시 직접, 간접적인 위험 발생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 일반적인 규칙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모든 안전 지침 및 메세지를 엄격하게 준수하
십시오! 모든 사용자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DANGER (위험), WARNING (경고), CAUTION (주의), NOTICE (주목) 는 사람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안전을 위해 다음 표에 언급
된 신호를 숙지하십시오! 추가적인 안전 심볼은 경고 메세지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설명

위험
매우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부주의한 사용시 사망 또
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수 있음

주의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부주의한 사용시 경미한
부상을 초래할 있음

주목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부주위한 사용시 물직적,
경제적, 환경적인 피해를 초래할수 있음

☞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상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

1.2 위험한 사용

• 수평 및 수직 각도 측정
• 거리 측정
• 이미지 캡쳐 및 저장
• 측정값 저장
• 제품 원격제어
• 외부장치와 데이터 통신

설명

경고 메세지 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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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없는 장비 사용
• 의도된 용도 및 한도를 벗어나는 사용
•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
• 위험 경고를 무시한 사용
• 특정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없이 도구(예: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품 분해
• 제품의 수정 및 변경
• 도난품 사용
• 파손된 장비 사용
• Leica Geosystems 의 승인이 없는 타사 악세사리 사용
• 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침 미준수
• 제3자가 의도적으로 눈부시게 함

1.3 사용 제한

사람이 영구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하며, 열악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고

위험한 지역이나 전기설비와 근접한 장소에 설치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의 작업
생명 위험.
예방:
▶ 해당 환경에서 작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1.4 책임

Leica Geosystems AG, CH-9435 Heerbrugg, 이하 Leica Geosystems는 사용자 매
뉴얼, 악세사리를 포함한 제품 공급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책임자는 다음 의무를 갖습니다:
• 사용자 매뉴얼에 명기된 제품의 안전 지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지시 사항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안전과 사고 방지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즉시 Leica Geosystems 에

알려야 합니다
• 제품 사용에 관한 국내 법률, 규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위험한 사용

경고

주의 산만/상실
장비의 이동이 많은 작업 중에 사용자가 주위 환경(예: 장애물, 굴착, 차량)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 장비 책임자는 모든 사용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오용

환경

제품 제조사

제품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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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작업 현장
교통, 산업 건설과 같은 현장에서는 안전을 주의하십시오.
예방:
▶ 작업 현장이 안전한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 안전 사고 예방 및 도로 교통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주목

제품의 낙하 및 추락, 잘못된 사용, 개조, 장기간 보관 및 운송
측정 결과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방:
▶ 중요한 측정 전후에 테스트 측정을 실행 하십시오.

주의

작동 중 제품의 움직이는 부품
사지가 압착되거나 머리카락 및/또는 옷이 걸릴 위험.
예방:
▶ 움직이는 부품에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작동 중에 예상치 않게 기기가 움직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스플레이, 키)를 사
용하여 기기를 정지시키거나 배터리 또는 주 전원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기기의 움
직임을 막으십시오.

주의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액세서리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는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바람이나 낙하로 인
해 제품에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방:
▶ 제품 설치 시 액세서리가 올바른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 제품에 기계적 부하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높은 기계적 부하, 높은 주변 온도 또는 침수에 배터리 노출
배터리 누출,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
▶ 기계적인 영향 및 높은 주변 온도로부터 전지를 보호하십시오. 전지를 던지거

나 침수시키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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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배터리 단자의 단락
단락된 배터리 단자가 과열되면 화재및 상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관 또
는 운반 시 배터리 터미널이 귀금속, 열쇠, 금속제품에 접촉되었을 경우.
예방:
▶ 배터리 단자가 금속 물체와 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배터리에 부적절한 기계적 영향
배터리를 잘못 운송 및 폐기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 제품 배송 또는 폐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키십시오.
▶ 배터리 운송시, 책임자는 국가 및 국제 법률을 숙지하십시오.
▶ 운송 전에 현지 운송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부적절한 폐기
제품을 부적절하게 폐기할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화학부분이 소각되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건강에 해롭습니다.
• 배터리가 파손되었거나 강한 열에 노출되면 폭발,화재,부식 또는 환경 오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장비를 방치하면 미승인 사용자가 규정에 어긋나게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와 타인을 심한 부상위험에 노출시킬수 있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방:
▶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장비를 적합하게 폐기하십시
오.
비승인된 사람의 장비 사용을 금하십시오.

Leica Geosystems 판매점에서 제품의 취급과 폐기물 관리의 정보를 확인하십
시오.

경고

낙뢰 피격
스타프, 폴과 같은 악세사리와 같이 작업 시 번개에 주의하십시오.
예방:
▶ 번개가 칠 때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는 캘리포니아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품에는 내부에 과염소산염 물질
이 함유된 CR 리튬 전지가 들어 있으므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http://www.dtsc.ca.gov/hazardouswaste/perchlorate/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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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부적절하게 수리한 장비
수리 지식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장비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
▶ Leica Geosystems 인증 서비스 센터에서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AC/DC 전원공급 장치 또는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경고

비인가 제품 분해
하기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 부품을 만지는 경우
• 잘못된 수리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방:
▶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 Leica Geosystems 인증 서비스센터에서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AC/DC 전원 아답터 & 배터리 충전기:

경고

습하고 극한 환경에서 사용으로 인한 감전
제품이 젖으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예방:
▶ 제품이 습해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만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제품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6 레이저 등급

1.6.1 일반 사항

다음 장에서는 국제 표준 IEC 60825-1(2014-05) 및 기술 보고서 IEC TR
60825-14(2004-02)에 따른 레이저 안전에 관한 지침과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제품 책임자 및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작동 관련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IEC TR 60825-14(2004-02)에 따라 레이저 Class 1, Class 2, Class 3R로
분류된 제품은 다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레이저 안전 관리자의 개입
• 보호복 및 보호 안경
• 레이저 작업 지역의 특별 경고 문구
이 사용자 매뉴얼에서 지정한 대로 사용하면 눈에 미치는 위험이 낮습니
다.

☞ 안전한 레이저 사용을 위해 국내 법률 및 현지 규정이
IEC 60825-1(2014-05) 및 IEC TR 60825-14(2004-02)보다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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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스캐닝 레이저

회전 미러에서 방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은 제품에 장착된 레이저에서 생성됩
니다.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레이저 제품은 다음에 따라 레이저 클래스  1로 분류되었습
니다.
• IEC 60825-1 (2014-05): "레이저 제품 안전 지침"

이 제품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사용시 안전하며,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용하면
눈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설명 값

파장 830 nm

최대 펄스 에너지 8 nJ

펄스 지속시간 4 ns

펄스 반복 주파수(PRF) 1.44 MHz

빔 확산(FWHM, 전체 각도) 0.4 mrad

미러 회전수 30 Hz

베이스 회전수 2.5 mHz

Class 1 레이저 제품
IEC 60825-1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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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이저빔
b 스캐닝 레이저빔

1.7 전자파 호환성 (EMC)

전자파 호환성이란 전자기파 또는 정전기등이 다른 장치들과 호환되어 올바르게
작동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일반사항

라벨링

설명

10 안전 지침



경고

전자기 방사선
전자기파는 다른 장치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방:
▶ 엄격한 규정과 표준을 준수한 제품이지만 Leica Geosystems이 다른 장비

를 방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타사 악세사리와 함께 제품 사용. 예를 들어 현장 컴퓨터, 개인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장치, 비표준 케이블 또는 외장 배터리
다른 장치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방:
▶ Leica Geosystems에서 추천하는 악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 시 가이드라인 및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따르십시오.
▶ 컴퓨터, 양방향 라디오 또는 기타 전자장치 사용 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자

호환성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주의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 예를 들어 무선 송신기, 응답기, 양방향 라디오 또는 디젤
제너레이터
엄격한 규정과 표준을 준수한 제품이지만 Leica Geosystems는 본 제품의 작동이
그러한 전자기 환경에서 방해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
▶ 이런 조건에서 얻은 결과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라디오 또는 디지털 핸드폰 사용
전자기파는 심장박동 장치, 보청기와 같은 의료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자기파는 사람 및 동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방:
▶ 엄격한 규정과 표준을 준수한 제품일지라도 Leica Geosystems는 다른 장비를

방해하거나 사람 또는 동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
다.

▶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 또는 화학물 근처에서 라디오 또는 핸드폰
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 의료 장치 근처에서 라디오 또는 핸드폰과 함께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비행 중 라디오 또는 핸드폰과 함께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의료 장치 근처에서 신체에 바로 옆에 두고 장시간 라디오 또는 핸드폰과 함

께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지침 11



1.8 FCC Statement, 미국내 적용

경고

이 장비는 FCC 규정 15절에 따라서 엄격하게 테스트 되어진 B 등급 디지털장비
입니다.

이 장비는 가정용 (B급)으로 전자파적합 등록이되어 주로 실내 사용이 목적이지
만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를 생성, 사용,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치 시 라디
오 통신이 간섭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
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장비를 켜고 끌때 라디오 또는 TV 수신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다음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변경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 떨어뜨립니다.
•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

니다.
• 판매업체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의
Leica Geosystems에서 미승인한 변경 및 수정은 장비 작동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
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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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China

Type: GEB212

2ICR19/66

Art. No.: 772806
7.4V /2.6 Ah

10A 19Wh
XXXXXXXX-XXXXXX

A/S:+82 31 620 6252

Leica Geosystems AG, CH-9435 Heerbrugg 

Li-Ion Battery
5A/130 C

S. No.:10412
전지

Manufactured by Huizhou Longji Electronics Co., Ltd.

0013442_001

라벨링

GEB212 라벨링

12 안전 지침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006352_002

후면
GKL312 라벨링

안전 지침 13



2 시스템 설명
2.1 시스템 컴퍼넌트

013446_001

g

f

e

d

c

b

a

a BLK360 기기 및 바닥 스탠드가
달린 덮개

b GEB212 배터리
c GKL312 충전 거치대
d GKL312용 GEV192-9 AC/DC 전

원 공급 장치
e BLK360 미션 백
f BLK360삼각대 어댑터
g 삼각대

2.2 컨테이너 내용

013446_002

g

h

i

c

e

d

f

b

a

a BLK360 바닥 스탠드가 달린 커
버

b BLK360 박스
c GEB212 내장 배터리
d GKL312 충전 거치대
e BLK360
f GKL312용 GEV192-9 AC/DC 전

원 공급 장치
g BLK360 퀵가이드
h BLK360 시스템 USB 스윙 카드
i 클리닝 천

시스템 구성요소 BLK360

컨테이너 구성품

14 시스템 설명



2.3 장비 컴퍼넌트

015260_003

a

d

c
e

f

g

b

h

a HDR 카메라용 플래시
b 열 감지 카메라(특수한 제품으로 변

형 가능)
c HDR 카메라
d 링 모양 LED
e 스캐너 360 °
f 전원 버튼
g 360° WLAN 안테나
h USB-C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015261_001_ru

 d 

 c 

b 

a

a 레이저 방출구
b Nadir 기준면
c 회전 프리즘
d 퀵 릴리스 마운트

장비 구성요소

시스템 설명 15



3 유저 인터페이스
3.1 전원 버튼

013456_001

a

 

a 전원 버튼

전원 버튼 BLK360 의 상태 동작

전원 버튼을 0.5초보다
짧게 누름

꺼져 있는 상태. BLK360가 켜지고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이기 시작
합니다.

전원 버튼을 0.5초보다
짧게 누름

켜져 있고 준비된 상태
LED가 계속해서 녹색으로
빛나는 상태

10초를 카운트다운한 후
BLK360 이 기록을 시작하
고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
이기 시작합니다.

전원 버튼을 2초보다
길게 누릅니다.

켜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
며, LED가 계속해서 녹색
으로 빛나는 상태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이
기 시작하고 BLK360 이 꺼
집니다.

전원 버튼을 5초보다
길게 누릅니다.

켜져 있는 상태 BLK360 바로 꺼집니다. 강
제로 종료됩니다.

주목
기기를 종료하려면 항상 이러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행 중인 기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3.2 장비 상태

BLK360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링 모양 LED가 다양한 주기로 녹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빛납니다.

ccbbbaaa

a 링 모양 LED가 계속 켜져 있음
b 링 모양 LED가 깜박임
c 링 모양 LED가 번갈아 깜박임

전원 버튼

장치 상태

16 유저 인터페이스



LED 상태 장비 상태

BLK360이 꺼졌습니다.

BLK360 이 시작 또는 기록하는 중이거나 꺼지는 중입니다.

BLK360 준비되었습니다.
밝은 녹색: 배터리 용량 20% 이상
어두운 녹색: 배터리 용량 20% 미만
이 경우 내장 배터리 삽입 및 분리를 참조하십시오.

기록하기 전에 BLK360 이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카운트다운
시간은 10초입니다.

LED 상태 장비 상태

BLK360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실행 중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 성공했습니다.

작동 모드

펌웨어 업데이트 모드

유저 인터페이스 17



LED 상태 장비 상태

펌웨어 업데이트에 실패했습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icaBLK360 앱의 도움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18 유저 인터페이스



4 작동
4.1 장비 셋업

4.1.1 일반 정보

기기는 항상 바닥 스탠드 또는 삼각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스캐너용 삼각대를 사용
하여야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스탠드나 삼각대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직접 기기를 설치
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에서 장비를 피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게 하십시오.

4.1.2 삼각대 셋업

013458_001

3

2

1

4

 

1. 삼각대를 펼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너비로 삼각대 다리를 벌립니
다.

2. 다리의 나사를 단단히 조이고 삼각대 다리를 벌려 삼각대 자세를 안정적
으로 잡습니다.

3. 삼각대에 삼각대 어댑터를 놓고 고정합니다.

4. 삼각대 어댑터에 기기를 놓고 고정합니다.

삼각대 사용

BLK360 셋업 단계

작동 19



4.1.3 바닥 스탠드 셋업

1 3

2

013461_001

 

1. BLK360 커버를 엽니다.

2. 아래 판을 180도 돌립니다.

3. 아래 판 위에 BLK360을 놓습니다.

4.2 작동 - 시작하기

1 2 3

4 5 6

4,3,2...

2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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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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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버튼을 눌러서 BLK360을 켭니다.

2. BLK360이 시작됩니다. 링 모양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입니다.

3. 링 모양 LED가 녹색으로 계속 빛나면 BLK360이 작동 준비가 된 것입니
다. 전원 버튼을 눌러 스캔을 시작합니다.

4. 스캔하기 전에 BLK360이 10초를 카운트다운합니다. 링 모양 LED가 녹색
으로 깜박입니다.

5. 스캔이 시작됩니다. 링 모양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입니다.

6. 스캔이 종료됩니다. 링 모양 LED가 계속해서 녹색으로 빛납니다.
BLK360을 컴퓨팅 장치에 연결하면 바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 시스템이 스캔 중인 경우에는 BLK360을 만지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BLK360 셋업 단계

독립적 장비 사용 단계

20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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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버튼을 눌러서 BLK360을 켭니다.

2. BLK360이 시작됩니다. 링 모양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입니다.

3. 링 모양 LED가 녹색으로 계속 빛나면 BLK360이 작동 준비가 된 것입니
다.

4. BLK360을 컴퓨팅 장치와 연결합니다.

5. 컴퓨팅 장치를 통해 기록 및 동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링 모양
LED가 노란색으로 깜박입니다.

6. 컴퓨팅 장치에서 데이터 처리를 시작합니다.

   ...........................................................
   ...........................................................
   ...........................................................

014420_001   

 

1. BLK360을 시작하고 LED가 녹색으로 계속 빛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컴퓨팅 장치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Wi-Fi를 터치합니다.

3. Wi-Fi 설정에서 연결할 네트워크 BLK360-35xxxxx를 선택합니다.

☞ 35xxxxx는 BLK360의 일련 번호입니다.

4. 암호를 입력합니다.

☞ 기기별 암호는 배터리 소켓에 부착된 라벨에 인쇄되어 있습
니다(예: COL-123-456-789).

5. 앱 시작 후 기기를 연결합니다.

☞ 추가 정보는 앱의 도움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PC에 케이블 연결을 설정하려면 USB-C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를 통해 BLK360 을 LAN 인프라에 연결합니다.

컴퓨팅 장치 연결 작업
단계

컴퓨팅 장치에 연결 단계

LAN 인프라에 연결 단계

작동 21



☞ 이더넷 케이블은 크로스가 아니라 표준 트위스티드 케이블이어야 합니
다.
USB-C 커넥터를 포함하는 이더넷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3 m를 넘지 않
아야 합니다.

0022107_001   

 

1. BLK360을 시작합니다.

2. USB-C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를 BLK360 과 연결합니다.

3. 네트워크 케이블을 USB-C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와 네트워크 벽면 소
켓에 연결합니다.

4. 컴퓨팅 장치에서 PC가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5. 앱 시작 후 기기를 연결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팅 장치에 연결 단계 의 단계에 따라 브라우저에 http://
192.168.10.90/ 을 입력하여 웹 인터페이스를 시작합니다.

☞ Google Chrome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고급설정 Advanced Settings Enable direct LAN 를 선택합니다.

3. Apply 을 클릭합니다.
BLK360 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4. 다시 시작하면 컴퓨팅 장치로의 직접 LAN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LAN 통신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려면 BLK360에 대한 WIFI 연결
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해 컴퓨터에 케이블 연결을 설정하려면, USB-C 기가비트 이
더넷 어댑터와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BLK360 컴퓨팅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직접 LAN 통신을 위한
BLK360 구성 단계

직접 LAN 통신을 사용하
여 컴퓨팅 장치 연결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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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넷 케이블은 크로스가 아니라 표준 트위스티드 케이블이어야 합니
다.
USB-C 커넥터를 포함하는 이더넷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3 m를 넘지 않
아야 합니다.

1. LAN 네트워크 케이블을 USB-C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USB-C 커넥터를 BLK360에 연결합니다.
USB-C 포트는 배터리 격실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3. 이더넷 케이블을 컴퓨팅 장치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0022944_001   

4. Leica BLK Data Manager를 시작한 다음 기기와 연결합니다.
이제 케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팅 장치에 이더넷 포트가 없지만 USB-C 포트가 있는 경우 두 번째
USB-C to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22945_001   

☞ 컴퓨팅 장치가 도킹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되는 경우, 이 인
터넷 연결이 끊기고 BLK360에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컴퓨팅 장치는 하나의 LAN 연결만 지원합니다.
 
컴퓨팅 장치가 WLAN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이 연결이 유지됩니
다.

☞ 기기가 WIFI 모드(LAN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있지만 어쨌든 LAN을 통
해 컴퓨팅 장치에 연결된 경우, BLK360 이 시작되고 약 60 초 동안 오류
(LED = 빨강)가 표시되어 현재 설정이 지원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
런 다음 LED가 녹색으로 변경되고 WIFI를 통해 BLK360 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직접 LAN 통신 모드가 활성화되면 BLK360 이 DHCP 서버 역할을 하므
로 더 이상 라우터에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라우터도 DHCP 서
버 역할을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B-C to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 권장

브랜드 모델

HP RTL8153-03

Belkin F2CU040btBLK

Lenovo 4X90S91831

작동 23



☞ USB-C to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는 Leica Geosystems 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고객이 구매해야 합니다.

4.3 이미지

BLK360은 다음 두 가지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HDR 파노라마는 조정된 카메라 3대로 360° 파노라마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

습니다
•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이미지(특수한 제품 변종에서 사용 가능)

013480_001

a

016046_001

a

a 카메라 3대 a 열화상 이미지

4.4 스캐닝

4.4.1 주위 환경

• 높은 반사 (반짝이는 금속, 광택 페인트)
• 높은 흡수 (검정)
• 반투명 (유리)

☞ 필요에 따라서 스캐닝 전 표면에 색, 파우더 도포 또는 테이핑 하셔도 됩
니다.

• 비,눈 또는 안개가 측정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스캔 시 항상 유의하여 사용하십시오.

• 태양이 직접 반사되는 표면은 노이즈를 증가시킬수 있어 잘못된 값을 만들수
있습니다.

• 태양 또는 밝은 빛에서 스캔된 물체의 경우, 반사가 심하여 광학 수신기에 측
정값이 저장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환경(예: 보관소)에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으로 장비를 옮기면 미러에 응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내부 광학기에 응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장비 사용 전에 적응 시간을 두십시오.

미러를 캡슐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미러에 먼지가 직접 묻지 않습니다. 회전 미러
보호 유리 위에 먼지, 물방울 또는 지문이 있으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이미지

나쁜 표면 스캐닝

나쁜 날씨 조건에서의 스
캐닝

스캐닝 시 온도 변화

회전 미러 보호 유리 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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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문제 해결

문제 이유 해결책

스캔 시 점이 사라졌습
니다.

회전 미러 보호 유리에 먼
지, 부스러기 또는 지문이
있습니다.

유리 전용 클리닝 티슈로
청소하십시오.

문제 이유 해결책

전원을 켤 때나 스캔
시작 시 시스템이 자동
으로 꺼집니다.

배터리 잔량이 너무 낮습
니다.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를 충전 또는 교체
하십시오.
전원공급에 설명된 것처럼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십시
오.

시스템을 재충전 함에
도 불구하고 장비의 전
원을 켜거나 스캔을 시
작하면 자동으로 전원
이 꺼집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고장났습
니다.

배터리 충전기 기능을 확
인하십시오. 배터리 충전
기에 충전 상태가 표시됩
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되
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습
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십
시오.

LED 상태 장비 상태

시스템 경고. 예를 들어, 저장 장치가 꽉 찼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었습니다. 기기를 종료
하고 다시 부팅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내부 저장 용량
및 내장 배터리의 전원 상태를 확인합니다. 데
이터 삭제 및/또는 배터리 교체를 수행합니다.

복구할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기를 종료하고 다시 부팅합니다. 그래도 상태
가 변경되지 않으면 Leica 지원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BLK360 웹 페이지 (https://www.blk360.com/) 에서 지원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해결

고급 문제해결

문제 해결 - 작동 모드

문제 해결 - 서포트 연락
처

작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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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Field of View (FoV)

014256_001

30°

30°0°

0°

360°

360°

90° a

b

a 수직 시야각: 300°
b 수평 시야각: 360°

4.5 데이터 전송

013477_002

a

 

a BLK360에서 컴퓨팅 장치로 원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4.2 작동 -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0022111_001   

 

☞ BLK360 은 컴퓨터와 동일한 네트워크의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LK360 Data Manager 등을 사용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연결 설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2 작동 - 시작하기 를 참고하십시오.

스캐닝 레이저 - FOV

BLK360에서 컴퓨팅 장치
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LAN 인프라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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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장치의 이더넷 포트

0022944_001   

 

컴퓨팅 장치의 USB-C 포트

0022945_001   

 

연결 설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2 작동 - 시작하기를 참고하십시오.

4.6 전원공급

4.6.1 배터리 및 충전기 안전

장비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Leica Geosystems 정품 배터리, 충전기, 악세
사리 또는 인증 악세사리를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는 최저 충전되어 배송되므로 처음 사용시 반드시 충전을 하십시오
• 충전 허용범위는 0 °C ~ +40 °C/ +32 °F ~ +104 °F 이며 +10 °C ~

+20 °C/+50 °F ~ +68 °F 온도시 최적화된 충전이 가능합니다
• 충전시 배터리가 따뜻해지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Leica Geosystems 정

품 충전기는 고온에서 충전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배터리 또는 장기간 보관 ( 3달 이상)된 배터리는 완전 방전/충전후 사

용하는것이 효능적입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방전후 충전하시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충전기에 표시

된 배터리 용량 및 Leica Geosystems 제품에 표시된 실제 배터리 용량을 사용
하시려면 완전 방전 후 충전하십시오.

• 배터리는 −20 °C ~ +55 °C/−4 °F ~ +131 °F에서 작동합니다.
• 낮은 온도에서 작동은 배터리 용량을 감소시키고 높은 온도에서 작동은 배터

리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직접 LAN 통신을 사용하
여 데이터 전송

일반 사항

최초 사용/
배터리 충전

작동 /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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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충전 거치대

GEV192-9

GKL312

0013841_001

230 V

120 V

220 V

230 V

230 VGEV192-9

GEV192-9

GEV192-9

GEV192-9

GEV192-9

12/24 V

0013844_001

메인 구성 요소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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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h

0013845_001

3
100-240 V12/24 V

3

12/24 V

12 1

GEV192-9

100-240 V

1

GEV192-9

1

2

0013846_001

충전 시간

충전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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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91%-100%

61%-90%

31%-60%

0%-30%

...100%

0013847_001

0°C

50°C

0°C

50°C

Low
Input Voltage!

OR:

 
0013848_001

배터리 삽입 및 충전

오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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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내부 배터리

0014147_001

1 2

4

3

5

 

1. 배터리 소켓을 엽니다.

2. 소켓에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소켓에 새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 배터리 단자가 안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4. 배터리 소켓을 닫으십시오.

5. BLK360을 켜 부팅 과정을 시작합니다.

주목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는 항상 기기를 종료하십시오.

내장 배터리 삽입 및 분
리

작동 31



5 관리 및 운반
5.1 유지 보수

빈번한 이동 및 부주의한 사용 등과 같은 높은 기계적 충격에 노출되는 장비의 경
우 주기적으로 시험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운반

현장에서 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제품을 항상 원래의 운반 컨테이너에 넣어서 운반
하거나 제품을 삼각대에 놓고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삼각대를 똑바로 세워 운
반합니다.

충격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고정시키지 않고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운반하십시오.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케이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
구를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철도, 항공, 해운으로 운송시 오리지널 Leica Geosystems 패키지, 컨테이너,
카드보드 박스를 사용하여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배터리 운반 및 운송시 책임자는 국가 법률을 숙지하셔야합니다. 운송 전에 현지
운송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5.3 보관

장비 보관 시 온도를 준수하십시오. 특히 여름에 장비를 차량 안에 보관할 경우 장
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도 제한에 관한 정보는 6 기술사양를
참조하십시오.

5.4 청소 및 건조

제품, 미션 백, 내부 스티로폼, 액세서리를 40°C(104°F) 이하의 온도에서 말린 후 청
소하십시오. 배터리 커버 분리 후 배터리 소켓을 건조하십시오. 다 마르기 전에 케
이스에 넣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미션 백을 항상 닫아놓으십시오.

•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 또는 회전 미러 보호 유리를 만지지 마십시오.
• 청소 시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보풀 없는 천을 사용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물

또는 순수 알코올을 묻힌 헝겊을 사용하십시오. 그 외의 세정액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이는 폴리머 성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 부드럽고 깨끗한 보풀 방지 천을 사용하십시오.

플러그를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연결된 플러그에 있는 먼지를 제
거하십시오.

☞

현장 운반

차량 운반

선적

배터리 운반, 운송

BLK360

장비 침수

제품 및 액세서리의 하우
징 부분

충전기 및 AC/DC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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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리 크리닝 과정

스캐너 미러는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이 스캐너 미러를 청소하
십시오.

주의
청소 전 장비가 꺼져 있으며 배터리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축 가스 청소융(e.g., UltraJet® 2000 Gas Duster or UltraJet® Compressed CO2
Duster)으로 스캐너 유리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 문지르면 유리에 스크레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유리면이 더러우면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유리면에 보이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유리 청소 시 젖은 렌즈 및 마른 렌즈용 세제인 Green Clean LC-7010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www.green-clean.at/en.html).

권장 클리닝 티슈를 사용하여 유리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 기기를 끄고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클리닝 티슈에 기름을 방지하려면 손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 장갑을 사용하여 유리에 지문이 묻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젖은 렌즈용 클리닝 티슈(Green Clean LC-7010)를 사용하여 표면에 얇은 세제

막이 남아 있을 때까지 닦아 냅니다.
• 그런 다음, 마른 렌즈용 클리닝 티슈(Green Clean LC-7010)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세제를 모두 닦아 냅니다.
• 빛을 반사해가면서 얼룩을 청소하십시오.
•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클리닝 정보

광학 표면 먼지

광학 표면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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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사양
6.1 일반 제품 기술 사양

내장 메모리:

32GB(100회 이상의 스캔에 충분한 용량)

통신:

종류 설명

WLAN MIMO를 사용한 통합형 802.11 b/g/n WLAN

LAN USB-C 기가비트 이더넷/RJ45 어댑터를 사용한 USB-C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네트워크 연결

LeicaBLK360에는 HDR 디지털 카메라 3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 값

종류 컬러 센서(고정된 초점 길이)

싱글 이미지 2592 x 1944 픽셀, 60° x 45°(V x Hz)

풀돔 30개 이미지, 자동 공간 조정, 150Mpx,
360° x 300°

화이트 발란스 자동

HDR 자동

플래시 지속적으로 빛나는 LED

최소 범위 0.6m

6.2 시스템 성능

☞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 ± 정확도 특성은 Leica Geosystems 표준 테
스트 조건에서 1 시그마(1σ)입니다.

싱글 측정값 정확도(78% 알베도) 값

각도(수평/연직) 40"/40"

3D 포인트 정확도 6mm @ 10m, 8mm @ 20m

6.3 레이저 시스템 성능

☞ 스캐닝 시스템은 웨이브폼 디지타이저(WFD) 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장비
로, 최대 스캔 속도는 초당 360,000포인트입니다.

레이저 유닛:

스캔 레이저 값

분류 레이저 Class 1(IEC 60825‑1 (2014‑05))

파장 830nm(비가시)

범위:

스캔 데이터 값

빔 분산 0.4mrad(FWHM, 풀 각도)

전면 윈도우 빔직경 2.25mm(FWHM)

저장 및 통신

내장 HDR 카메라

시스템 성능 및 정확도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데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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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데이터 값

최소 거리 0.6 m

최대 거리 60m @ 78% 반사율

범위 정확도 4mm @ 10m, 7mm @ 20m

시야각(스캔당):

시야각 값

선택 항상 풀돔.

수평 360°

수직 300°

광학 스캔 수평 회전 기반 연직 회전 미러.

3개 설정에 대한 스캔 시간:

포인트 밀도 모드 밀도
[mm @ 10m]

예상 스캔시간 [MM:SS] -
풀돔 스캔

신속 35 00:40

표준 10 01:50

고품질 5 03:40

이미지 캡처 시간:

카메라 유형 예상 이미지 캡처 시간 [MM:SS]

비 HDR 01:00

HDR 02:30

열화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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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설정에 대한 스캔데이터 크기:

밀도
[mm @ 10m]

대략적인 스캔데이터 크기 [mio 포인트]

신속 3

표준 18

고품질 65

6.4 전자 데이터

전원 공급:

내장 배터리

7.4V DC,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내장 배터리 1개

소비 전력:

장비

10W 일반, 16W 최대

전원 값

입력 전압 10 ~ 32V DC

전원 값

종류 리튬 이온

전압 7.4V

용량 2.6Ah

내장 배터리 값

작동 시간 배터리당 40회 이상의 셋업, 일반적인 연
속 사용(실내 온도)

충전 시간 충전기 GKL312을 사용한 일반적인 충전
시간은 실내 온도에서 4 ~ 8시간입니다.

6.5 환경 특성

6.5.1 BLK360

온도 범위:

종류 작동 온도 [°C] 보관 온도 [°C]

장비 +5 ~ +40 -25 ~ +70

방진, 방수:

종류 보호

장비 IP54(IEC 60529), 정방향, 배터리 커버 닫힘

방진

 모든 방향에서 방수

BLK360 전원 공급 및 소
비 전력

GKL312 충전 거치대

GEB212 내장 배터리

배터리 작동 및 충전 시
간

환경 특성 BLK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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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종류 보호

장비 최대 95% 비응축

조명:

종류 조건

장비 밝거나 어두운 곳 모두 완벽 작동

6.5.2 충전기 및 배터리

GKL312 및 GEB212의 온도 범위

작동 온도 [°C] 모드

0 ~ +50 충전

-20 ~ +55 방전

보관 온도 [°C]

-40 ~ +70

방진, 방수 및 방습

종류 보호

배터리 IP54(IEC 60529)

방진

 모든 방향에서 방수. 최대 습도 95%(비응축)

종류 보호

충전기 및 AC/DC
전원 공급 장치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만 제품을 사
용하십시오.

6.6 치수

장비 치수 [mm]
(D x W x H)

치수 [″]
(D x W x H)

Leica BLK360 100.3 x 100.3 x 165 3.9 x 3.9 x 6.5

GKL312 충전 거치
대 GEV192-9 AC 전
원 공급장치

85 x 170 x 41 / 케이블 길
이: 1,800

3.4 x 6.7 x 1.6 / 케이블 길
이: 70

GKL312 충전 거치
대

157 x 71 x 38 6.2 x 2.8 x 1.5

GEB212 배터리 71.5 x 39.5 x 21.2 2.8 x 1.6 x 0.8

GAD123삼각대 어
댑터

42 x 42 x 35.1 1.65 x 1.65 x 3.1

운반 컨테이너 195.5 x 195.5 x 258.6 7.7 x 7.7 x 10.2

충전기 및 배터리 특성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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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바닥면에서의 높이 쇼크 업소버를 포함한 전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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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9_001

특수 사례

셋업 수직 축의 높이
= 어댑팅 바닥에서 높이

GAD123 삼각대 어댑터를 사용하는 삼
각대 위

삼각대 위 149 mm
= 124 mm + 25 mm

고무 쇼크 업소버 피드를 사용하는 테
이블 위

125.9 mm
= 124 mm + 1.9 mm

0022950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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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량

장비 중량 [kg] 중량 [lbs]

LeicaBLK360 1.0 nominal 2.2 nominal

GKL312용 GEV192-9 AC 전
원 공급

0.1 0.3

GKL312 충전 거치대 0.1 0.3

장비 치수

삼각대 어댑터의 치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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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중량 [kg] 중량 [lbs]

GEB212 배터리 0.1 0.3

LeicaBLK360 운반 컨테이너
(스캐너 및 액세서리 제외)

1.0 2.3

LeicaBLK360 운반 컨테이너
(스캐너 및 표준 액세서리
포함)

3.0 6.7

6.8 악세사리

포함된 표준 액세서리:
• BLK360 커버
• 배터리 충전기 GKL312(AC 전원 어댑터 GEV192-9 포함)
• 배터리 GEB212(1x)
• 퀵가이드 BLK360
• 퀵가이드 GKL312
• 12개월 보증
• 온라인 등록을 통한 캘리브레이션 인증서 확인

• 추가 배터리 GEB212
• BLK360삼각대
• BLK360삼각대 어댑터
• BLK360 미션 백
• BLK360 정준대 어댑터

6.9 국제 협약 준거 사항

6.9.1 BLK360

• FCC 파트 15 (US 적용)

• Leica Geosystems AG 는 전파 장치 유형 BLK360 이 인증 2014/53/EU 및 기
타 해당되는 유럽 인증을 준수하였음을 알립니다.
EU 적합성 선언서 전문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ca-
geosystems.com/ce.

유럽 인증 2014/53/EU(RED)를 준수하는 Class 1 장비는 EEA 회원
국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 및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FCC 파트 15 또는 유럽 인증 2014/53/EU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국제 규약
에 적용받는 국가에 대한 적합성은 사용 및 작동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
다.

일본 라디오법 준수:
• 이 장치는 일본 라디오법(電波法)에 따라 허가되었습니다.
• 이 장치를 개조할 수 없습니다(개조 시 부여된 번호는 무효입니다).

종류 주파수 밴드 [MHz]

WLAN 2412 ~ 2462

종류 출력 전력 [mW]

WLAN 최대 100

공급 제품

추가 액세서리

국가 적합성 규정

주파수 밴드

출력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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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안테나 Gain [dBi]

WLAN 듀얼 다이폴(Dual Dipole) 안테나
MIMO 시스템

± 2

6.9.2 위험물 규정

대부분의 Leica Geosystems 제품은 리튬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특정 환경에서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
정 환경에서 리튬 배터리는 과열 또는 점화될 수 있습니다.

☞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Leica 제품을 항공으로 운반하거나 배송할 때 IATA
위험물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Leica Geosystems는 리튬 배터리와 함께 "Leica 제품 운반" 및 "Leica 제
품 배송"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Leica 제품 운송 전에 Leica 제품을
올바르게 운송할 수 있도록 IATA 위험물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웹사이
트
(http://www.leica-geosystems.com/dgr)를 참조하십시오.

☞ 충격 받거나 잘못된 배터리의 항공 운반은 불법입니다. 수송 전에 배터리
작동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안테나

위험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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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보증
이 제품에는 Leica Geosystems에서 승인된 기본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저
장매체 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국제협약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품의 사용은
Leica Geosystem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라이센스,
워런티, 지적 재산권, 책임의 제한, 준거법 및 관할권의 범위를 갖지만 제한이 없습
니다. 사용자는 Leica Geosystems S/W 라이센스 계약 내용의 약관 & 조건 모두를
준수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계약은 모든 제품과 함께 제공되며, Leica Geosystems 홈페이지,
http://leica-geosystems.com/about-us/compliance-standards/legal-documents 에
서 참조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Leica Geosystems 판매처에서 제공됩니다.

Leica Geosyste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약을 동의하기전에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면 안됩니다. S/W 설치 및 사용시 자동으로 S/W 라이센스 규정을 동의하신것
으로 간주됩니다. 라이센스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또
는 설치하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은 S/W, 함께 동봉된 서류, 구매 영수증을 구매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돌려 주시면 구매하신 가격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받은 저작권 정보를 포함합니다.

해당 라이센스 복사본은:
•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http://opensource.leica-geosystems.com/blk360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오픈 소스 라이센스 정보를 원하시면 http://opensource.leica-
geosystems.com/blk360에서 해당 소스 코드 및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opensource@leica-geosystems.com에 문의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
약

오픈 소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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