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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light, xFill은 미국과기타국가에등록된
Trimble Inc.의 상표입니다.

Trimble 구 및 삼각형로고은미국과기타국가에
등록된 Trimble Inc. 의 상표입니다.

Access, FastStatic, FineLock, GX, Roa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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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ActiveSync, Excel, Internet
Explorer, Windows, Windows Mobile,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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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다른상표는해당되는각소유자의자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부분적으로 Independent JPEG
Group의 작업에기반을두고있으며, RSA Data
Security, Inc, MD5 Message-Digest Algorithm
으로부터도출되었습니다.

저작권및상표권에대한전체정보는 Trimble
Access 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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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릴리스노트에는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버전 2017.11에 관한 정보가담겨
있습니다.

일반측량

이섹션에는기타다른 Trimble Access 애플리케이션에도적용되는기능, 개선점 및해결
된문제가포함됩니다.

새하드웨어지원

Trimble T10 cirronet radio

Trimble Access version 2017.11 now supports the internal cirronet radio in the new
Trimble T10 tablet.

Trimble SPS986수신기

Trimble Access version 2017.11 supports the new Trimble SPS986 receiver.

S-Max GEO수신기

Trimble Access version 2017.11 supports the S-Max GEO receiver.

Software changes

Changes to auto-connect for FOCUS 30/35 total stations

In Trimble Access, auto-connect to Spectra Precision® FOCUS 30/35 total stations is
no longer enabled by default. When auto-connect to a FOCUS total station is enabled it
can cause problems connecting to an S Series total station. You can enable
auto-connect for either Trimble VX/S Series total stations or FOCUS 30/35 total
stations, but not both at the same time. To enable auto-connect to a FOCUS total
station, tap the auto-connect icon in the status bar, then select FOCUS 30/35 and tap
Accept.

Camera softkey available onWindows 10 tablets

The Camera softkey is now available in attribute entry screens when running Trimble
Access on a Windows 10 tablet. Tap the Camera softkey to open the camera
application on the tablet. If the tablet has multiple cameras, the softkey will open the
front facing camera so you may wish to toggle to the rear facing camera for image
capture to populate the current feature attribute field.

If the controller is connected to an instrument with Vision technology, two Camera
softkeys are available, one for the controller camera and one for the instrument
camera.

Estimate of power remaining in external battery

An estimate of the percentage of usable power remaining in an external battery
attached to the connected GNSS receiver has been rein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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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 system database changes

l Added coordinate system definitions for Cyprus

l Added the following new UTM Zones for Germany: UTM Zone 31 (zE-N), UTM
Zone 32 (zE-N) and UTM Zone 33 (zE-N)

l Renamed Germany / Ascos systems to Germany / AxioNet systems

l Added Indian Kalianpur 1975 coordinate system definitions

l Added GDA2020 coordinate system definitions for Australia

l Added ITRF2014 datum definition

해결된문제

l Dual-prism offsets with video: An issue when measuring a topo point using a
dual-prism offset, where after switching to the Video screen before the second
observation, the software returned to the main menu upon completion instead of
the Measure topo screen allowing you to continue subsequent measurements, is
now resolved.

l DTM display issues on tablet controllers: A number of issues on tablet controllers
for surfaces with elevation values greater than 100m are now resolved, including:

l the surface displayed as black in the map if the surface settings were set to
Display color gradient.

l points with an elevation near the value of the surface were displayed in the
map with an elevation of around 0m. This was a display issue only. The points
had the correct elevation.

l points keyed in by tapping and holding on the map where the point was over
part of the surface resulted in incorrect elevations of around 0m, when the
elevation should have been the elevation of the surface at that position.

l cut/fill values displayed were incorrect when surveying relative to a DTM.

l Measure softkeys in Stakeout screen: An issue when using a Trimble C5 total
station, where the MSR and MSR2 keys in the Stakeout screen did not initiate a
measurement is now resolved.

l Delta display when tracking mode disabled: An issue when running Trimble
Access on a Trimble C5 total station, where if the Use TRK mode for stakeout
option was not selected in the Stakeout options screen (or in the Stakeout options
screen of the survey style) then the delta display was sometimes not being
updated after completing a measurement using the Measure softkey, is now
resolved.

l Tilt warning: An incorrect Receiver not level warning when using RTX QuickStart
with an R10 receiver that has an expired tilt calibration has been removed.

l QZSS satellites: The satellite information screen now correctly displays the new
QZSS satellites with PRNs greater than 195.

l Feature coded linework: An issue when using base numeric codes that end with a
decimal point (.) is now resolved. 이 문제는 Trimble Access 버전 2016.10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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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습니다.

l Exporting alphanumeric feature codes to DXF: An issue where alphanumeric
features codes with appended numbers were not placed into the correct layer
when exporting to DXF if the alphabetical part of the code was not in the feature
code library is now resolved.

l Trimble Access keyboard in German: An issue when running Trimble Access in
German on a tablet controller, where pressing the + key on the Trimble Access
keyboard entered the * symbol, is now resolved.

Pipelines

새기능및개선점

Pipelines탤리및조인트맵업데이트유틸리티

Trimble Access Pipelines 탤리 및 조인트맵업데이트유틸리티는매일작업이끝나고사
무실에서여러현장작업팀의탤리및조인트맵데이터를마스터파일세트로병합하는
데씁니다. 그런 다음마스터탤리파일은각현장팀에전달되어다음날의작업에쓰입니
다. 모든 병합데이터가포함된 XML파일은맞춤형보고서를생성하는데사용할수도있
습니다.

이 유틸리티는 www.trimble.com/Survey/Trimble-Access-IS.aspx에서 오른편의 '다운
로드'를 클릭해 Trimble Access Pipelines 섹션으로가면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이 유틸리티는수시로업데이트됩니다. 첫 릴리스가나온이래이루어진모든업데이트와
최신업데이트정보를보려면이유틸리티다운로드파일과함께제공되는 Pipelines 탤리
및 조인트맵업데이트유틸리티릴리스노트를확인하십시오.

해결된문제
An issue introduced in Pipelines version 1.51 where there was an application error if
you attempted to measure a pipeline point using a conventional instrument is now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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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정보

이난에서는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버전 2017.11의 설치 정보를안내합니다.

컨트롤러에소프트웨어및라이센스설치

운영체제설치

새 Trimble Tablet에는 운영체제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Tablet을 켜서 Windows®운
영체제를설치하고 Windows 업데이트를하십시오.

기타 모든새컨트롤러에는운영체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수시로 새운영체제가나오는데 www.trimble.com/Survey/Controllers.aspx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경고 –운영체제업데이트는해당기기에서모든데이터를지워버립니다. 설치하기전에
PC에 데이터를백업하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데이터를잃어버릴수있습니
다.

メモ –한 버전에서다른버전으로 Trimble Access를 업그레이드하면작업이(측량 스타
일같은다른파일도) 변환됩니다. 컨트롤러로부터다른곳으로원래 Trimble Access 데
이터 파일을복사해두고운영체제를업그레이드하면새버전의 Trimble Access를 설치
하기전에원래 Trimble Access 데이터 파일을컨트롤러로되돌려복사해넣으시기바랍
니다. 이런 단계로처리하면원래 Trimble Access 파일은 변환이되므로새버전의
Trimble Access와 호환됩니다.

소프트웨어및라이센스설치

컨트롤러를사용하기전에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로 애플리케이션과라이센스를
설치해야합니다. 만일:

l 전에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설치해두지않았으면
www.trimble.com/installationmanager에서 설치정보를확인하십시오.

l 전에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설치해두었으면이것이자동으로업데이트되
므로다시설치할필요가없습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선택해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에서도움말을클릭하십시오.

メモ – Trimble CU컨트롤러에있어 Trimble Access 버전 2013.00 이상은 Trimble CU
모델 3(S/N 950xxxxx)에만 설치할수있습니다. Trimble CU모델 1과 2는 메모리가충
분하지않아최근버전의은지원하지못합니다.

이버전을사용할자격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버전 2017.11을 설치하고실행하려면 2017년 9 월 1일까지
유효한보증서가있어야만합니다.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써서 버전 2017.11로 업그레이드할때새라이센스파일
이사용자의장치에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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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업용소프트웨어업데이트
버전 2017.11로 업그레이드할때내업용소프트웨어도함께업데이트해야합니다. 버전
로 업그레이드할때내업용소프트웨어도함께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이 업데이트는일반
측량작업을 Trimble Business Centre 같은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어로가져와야할때
필요합니다.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으로써 컨트롤러를업그레이드할경우,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이 설치된컴퓨터의내업용소프트웨어도업그레이드됩니다.

컨트롤러를업데이트하는데쓰이지않은다른컴퓨터를업그레이드하려면다음중하나
를실행하십시오.

l 각각의컴퓨터에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을 설치한뒤내업용업데이트를실행
합니다.

l www.trimble.com/support_trl.aspx?Nav=Collection-84862로부터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대한 Trimble Update Office 소프트웨어패키지를실행합니다.

l Trimble Data Transfer 유틸리티를사용합니다.

l 버전 1.51 이상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Data Transfer 유틸리티는
www.trimble.com/datatransfer.shtml 에서 내려받아설치할수있습니다.

l 버전 1.51이 있으면상위버전의 Data Transfer 유틸리티로업데이트할필요가
없습니다. www.trimble.com/support_trl.aspx?Nav=Collection-84862로부터
Trimble Update Office 소프트웨어패키지의하나를실행할수있습니다.

l 지금은필요한변환기가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를구동하는컨트롤러에있으며,
필요한 경우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에의해이것이컨트롤러로부터컴
퓨터로복사됩니다. 지금은 필요한변환기가 Trimble Installation Manager를 구동하
는컨트롤러에있으며, 필요한 경우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에의해이
것이컨트롤러로부터컴퓨터로복사됩니다.

Trimble Solution Improvement Program
Trimble Solution Improvement Program은 사용자들의 Trimble 프로그램사용패턴과발
생문제점에대한정보를수집합니다. 이 정보를이용해서 Trimble은 제품 및가장많이사
용되는기능을개선하고문제해결에도움을줌으로써사용환경을더욱편리하게만듭니
다. 이 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은어디까지나본인의자유의사에달렸습니다.

참여하면사용자의컴퓨터에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설치됩니다. 매번 ActiveSync®테크
놀로지나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로컨트롤러를
이컴퓨터에연결할때마다는로그파일을생성해 Trimble 서버로 자동전송합니다. 이 파
일에는 Trimble 장비의 사용용도, 지역별로인기있는소프트웨어기능, 수정 가능한
Trimble 제품 문제의발생빈도등에대한데이터가담깁니다.

언제라도 Trimble Solution Improvement Program을 제거할수있습니다. 더 이상
Trimble Solution Improvement Program에 참여하고싶지않으면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이용해해당소프트웨어를제거하십시오.

관련문서류
Trimble Access 도움말은 '문맥 반응식'(context-sensitive)입니다. 도움말을불러오려면
화면상단에있는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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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이하이라이트되어있는도움말항목목록이나옵니다. 그 제목을누르면해당
항목이표시됩니다.

도움말 PDF파일은 http://apps.trimbleaccess.com/help에서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대한개별 PDF파일이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요건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버전 2017.11은 다음 표에나오는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
제품과통신이잘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버전보다최신인버전과도통신이됩니다.

Trimble 소프트웨어 버전

Trimble Business Center (32-bit) 2.99

Trimble Business Center (64-bit) 3.90

Trimble 수신기 버전

Trimble R10 5.30

Trimble R8s 5.22

Trimble R2 5.22

Trimble R8-4, R8-3 5.22

Trimble R6-4, R6-3 5.22

Trimble R4-3, R4-2 5.22

Trimble R9s 5.22

Trimble NetR9 지리 공간 5.22

Trimble R7 5.03

Trimble R5 5.03

Trimble Geo7X 4.95

Trimble GeoXR 4.55

Trimble R8-2, R6-2, R4-1 4.64

5800, 5700 II 4.64

Spectra Precision SP60/80 3.31

Trimble 측량기 버전

Trimble SX10 스캐닝 토탈스테이
션

S1.86.2

Trimble S5/S7/S9 토탈 스테이션 H1.1.26

Trimble S6/S8 토탈 스테이션 R12.5.52

Trimble VX Spatial Station R12.5.52

Trimble S3 토탈 스테이션 M2.2.30

Trimble V10 이미징 로버 E1.1.70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버전 2017.11 릴리스노트 9

http://apps.trimbleaccess.com/help


Trimble 측량기 버전

Trimble C5 토탈 스테이션 3.0.0.x

Trimble M3 토탈 스테이션 V2.0.4.4

Spectra Precision FOCUS 30/35 토
탈 스테이션

R1.6.7

소프트웨어및펌웨어의최신버전은
http://trl.trimble.com/dscgi/ds.py/Get/File-
93082/Survey%20Software%20and%20Firmware.pdf도 함께 참조하십시오.

TSC2컨트롤러지원중단

컨트롤러의소프트웨어보증상태에상관없이 Trimble TSC2 컨트롤러에 Trimble
Access 버전 2017.00 이상을 설치할수없습니다. 작년 TSC2 플랫폼이최신버전의
Trimble Access에 대해 파워가부족하다는것이밝혀졌습니다. Trimble Access의 개발
을계속하기위해더이상 TSC2 컨트롤러에 Trimble Access 새 버전의설치지원을할수
없습니다.

TSC2 컨트롤러에서계속 Trimble Access 버전 2016.12을 실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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