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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Access Services머리말

Trimble Access Services 소프트웨어버전 2.30의 도움말입니다.

이 도움말과관련, 보다 상세한정보나업데이트정보는 Trimble Access릴리스 노트를참
조하십시오. http://apps.trimbleaccess.com/help에서에서 Trimble Access릴리스 노트의
최신 PDF파일이나각 Trimble Access 의 도움말파일을다운로드받으십시오.

팁 – Trimble Access 애플리케이션도움말 PDF파일들 간의기능연계를위해 PDF파일
을 컴퓨터의동일한폴더에다운로드하고어떤파일도이름을바꾸지않도록합니다.

Trimble Access Services개요

Trimble Access Services는 이를테면컨트롤러에서부터지원되는클라우드기반협업플
랫폼으로손쉽게파일을옮길수있게해주는등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를보완하는
도구의집합입니다.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유지관리약정이되어있으면 Trimble
Access Services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컨트롤러와클라우드사이에파일을동기화하는데쓰는서비스는 AccessSync입니다.
AccessSync는 Trimble Connect 클라우드 기반협업플랫폼이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웹 기반 서비스와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참조 – AccessSync 애플리케이션을실행하기위해서는모든컨트롤러에유효한
AccessSync 라이센스가있어야합니다. 즉, AccessSync 애플리케이션과함께사용할각
컨트롤러에유효한유지관리약정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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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mble Access Services 머리말

서비스 사
용
가
능...

설명

AccessSync 필
드

이 서비스는인터넷에연결해현장컨트롤러와클라우드(Trimble
Connect 또는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에 파일을동기
화합니다.

사무실에서현장으로파일을전송할때, 외업용 컨트롤러에필요한버
전으로파일이자동변환됩니다.

Trimble
Connect

사
무
실

l AccessSync을 위한 파일저장및공유

다음중하나로클라우드저장파일관리:

l 웹브라우저(http://connect.trimble.com)

l Trimble Business Center(원격 파일 열기)

l Trimble Connect Sync로써 데스크톱과동기화

파일사용권한관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
무
실

l AccessSync을 위한 파일저장및공유

다음중하나로클라우드저장파일관리:

l 웹브라우저(http://mytrimbleaccess.com)

l Trimble Business Center(원격 파일 열기)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Explorer로써 데스크톱과
동기화

파일사용권한관리

l 파일변환*

옛 Trimble Survey Controller 파일이나 작업파일을업로드해최
신버전으로변환한뒤로컬에저장하거나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바로 저장해현장으로전송

l 데이터처리*

최종 처리를위해 GNSS 데이터 파일을제3자 서비스에업로드

l GNSS 예보*

특정 위치에서위성가용여부와전리층상태를토대로 GNSS 측
량 작업의적합성을예보하는플래닝도구

GNSS 예보 필
드

특정위치에서위성가용여부와전리층상태를토대로 GNSS 측량 작
업의적합성을예보하는플래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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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mble Access Services 머리말

외업시 Trimble Access에로그인하기

처음으로시스템을실행할때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로그인해서데이터저장디렉
토리를지정해야합니다. 모든 Trimble Access 파일은 \Trimble Data\<username> 폴
더에 저장됩니다.

로그인을하면:

l 여러사람이컨트롤러를같이쓸경우자기파일과다른사용자의파일을구분할수있
습니다.

l 조직내특정외업팀사이에데이터를쉽게관리할수있습니다.

다음 작업을위해서는 AccessSync 서비스에서로그인이필요합니다.

l 현장에서서비스이용을인증

l 파일을현장에서올바른컨트롤러로전송하고사무실에서올바른조직과사이트, 폴더
위치로전송하게합니다.

l 컨트롤러로외업프로젝트데이터를액세스

Trimble Access Services 도움말 6



1   Trimble Access Services 머리말

Trimble Access소프트웨어에로그인

1. Trimble Access 메뉴에서 '로그인'을 누른 뒤 '로그인 모드'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모드

사용하는경우 기능

오프라
인

현재인터넷연
결이되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AccessSync
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가입
하지않았습니
다.

데이터가저장될디렉토리를지정합니다. 모든 Trimble
Access 파일은\Trimble Data\<username> 폴더에 저
장됩니다.

Trimble
Connect

Trimble
Connect 계정
이 있습니다.

및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습
니다.

l 데이터가저장될디렉토리를지정합니다. 모든
Trimble Access 파일은 \Trimble
Data\<username> 폴더에 저장됩니다. <username>
폴더는 Trimble Connect에 로그인할때사용하는이
메일주소의첫부분인데 "@”앞에 나오는이메일주
소부분입니다.

l 사용자가현장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인증합니
다.

l 파일을현장에서올바른컨트롤러로전송하고사무실
에서올바른조직과사이트, 폴더 위치로전송하게합
니다.

TCC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조직이설정되
어있습니다.

및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습
니다.

l 데이터가저장될디렉토리를지정합니다. 모든
Trimble Access 파일은 \Trimble
Data\<username> 폴더에 저장됩니다.

l 사용자가현장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인증합니
다.

l 파일을현장에서올바른컨트롤러로전송하고사무실
에서올바른조직과사이트, 폴더 위치로전송하게합
니다.

2. 사용자 정보를입력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실행합니다.

l 오프라인으로로그인중이고 AccessSync 같은 온라인서비스에가입하지않았다
면사용자이름은데이터폴더명을지정하는용도로만쓰이므로아무사용자이름
이나입력해도무방합니다. 비밀번호는필요하지않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자 설정을검토한뒤 '종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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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mble Access Services 머리말

l 오프라인으로로그인중이지만앞으로 AccessSync 같은 온라인서비스를사용할
계획이면계정사용자이름을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필요하지않습니다.

사용자 이름은데이터폴더설정에쓰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려고
할때인증용으로쓰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이전에 온라인으로로그인한적이있으면데이터전송에사용가능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나가용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의목록이나옵
니다. 사이트를선택한뒤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번에인터넷에연결할때는다
시로그인하지않고파일을전송할수있습니다.

이전에 온라인으로로그인한적이없으면사용자설정을검토한뒤 '종료'를 누를
수있습니다.

l 온라인으로 Trimble Connect에 로그인할경우, Trimble Connect 사용자 이름(이
메일 주소)과 비밀번호를입력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로그인정보는데이터
폴더의설정및인증목적에쓰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가인터넷으로 Trimble 호스트 서
버에접촉해서사용자의로그인정보를확인합니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는가용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목록을얻는데, 이 목록을
가지고사용자는 AccessSync 서비스로파일을동기화할수있습니다.

드롭다운목록에서 Trimble Connect 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AccessSync 서비스로써파일을전송하고전송받는곳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로그인 설정을검토한뒤 '종료'를 누릅니다.

l 온라인으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로그인할경우,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용자 이름(회원 ID)과 비밀번호를입력해야합니다.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 단명을입력하거나목록에서선택합니다. 이러한 사
용자로그인정보는데이터폴더의설정및인증목적에쓰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가인터넷으로 Trimble 호스트 서
버에접촉해서사용자의로그인정보를확인합니다. 인증이 이루어지면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는가용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목록을얻는
데, 이 목록을가지고사용자는 AccessSync 서비스로파일을동기화할수있습니
다.

드롭다운목록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를선택합니다. 이 사이
트는 AccessSync 서비스로써파일을전송하고전송받는곳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로그인 설정을검토한뒤 '종료'를 누릅니다.

참조 -

l AccessSync 서비스는항상데이터를현재 Trimble Connect 프로젝트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동기화합니다. 이 프로젝트나사이트가부정확하게
설정되어있으면데이터가잘못된위치로전송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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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목록에는접근권한이있는조직내 Trimble Connect 프로젝트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만표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팀원과프로젝트공유하기나사이트
액세스권한편집참조

l 날짜가컨트롤러에올바로설정되어있도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로그인에실패할
수있습니다.

l 상요자이름을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관련된 데이터폴더는제거되지않
습니다. 이러한 폴더는 '파일' 애플리케이션을써서하나하나제거할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로컨트롤러에로그인하기

1. Trimble Access 메뉴에서로그인버튼을누릅니다.

2. 새로운 사용자이름과비밀번호로로그인합니다.

참조 -

l 현재사용자가 Trimble Access 메뉴의 로그인버튼에표시됩니다.

l 사용자를전환할경우, 데이터가올바른위치에저장되도록하기위해해당특수
애플리케이션을다시시작해야합니다.

Trimble Access Services 도움말 9



Trimble Connect

Trimble Access서비스와 Trimble Connect

이 Trimble Connect 서비스는 인터넷에연결해현장컨트롤러와 Trimble Connect 사이에
파일을동기화합니다.

Trimble Connect 는 온라인 데이터저장소및기타도구를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의협업
플랫폼으로, 프로젝트팀이손쉽고신속하게프로젝트정보를공유할수있게합니다.

모든 Trimble Connect 사용자는 Trimble Connect 에서 동일한기능을사용할수있지만
액세스권한이있는프로젝트수, 저장 가능한데이터양, 프로젝트에초대가능한사용자
수에는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Trimble Access 시스템의일부로서 Trimble Access를 사용하는방법에대해
설명합니다.

l Trimble Connect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의 주요 차이점

l 개요: AccessSync로써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설정및데이터전송하기

l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설정

l Trimble Connect 계정 만들기

l Trimble Connect Web에 로그인

l Trimble Connect Web에서 프로젝트만들기

l 팀원과프로젝트공유하기

l 프로젝트데이터관리하기

l 데이터구조화하기

l Trimble Connect Web 웹에서 프로젝트에데이터추가하기

자세한사항은 Trimble Connect 도움말 참조.

Trimble Access Services 도움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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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Connect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의주요차

이점
Trimble Connected Community로 데이터를저장하고정보를공유하는것에익숙하고
Trimble Connect 클라우드 기반협업플랫폼으로의전환을고려중일경우이두플랫폼의
차이점을이해하면유용합니다. 차이점:

l Trimble Connect는 조직의 개념이없는대신, 프로젝트와폴더에서데이터가조직화
됩니다.

l Trimble Connect 계정이 있는모든사용자와폴더나프로젝트를공유하거나새사용
자를초대할수있습니다.

l Trimble Connect는 더 단순한폴더구조를사용합니다. 컨트롤러에데이터를전송하
기전에프로로젝트에서 To the Field 폴더나 System Files 폴더를 만들필요가없습니
다.

l 데이터는별도의사용자폴더로구분되지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파일은최종수정자
태그가붙습니다.

l 데이터를그냥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와동기화함으로써현장에서다른현장사용
자들과더쉽게파일을공유할수있습니다. 다른 현장사용자들은사무실에서누군가
가그파일을옮겨주기를기다렸다가컴퓨터에다운로드받을필요가없습니다.

개요: AccessSync로써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설정및데이

터전송하기
다음그림은프로젝트를설정하는것에서부터 AccessSync로 데이터를전송하기까지의
단계를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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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Connect 프로젝트설정

Trimble Connect 계정만들기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connect.trimbleaccess.com으로 갑니다.

2. 등록을 클릭합니다.

3. 시작하기를클릭합니다.

4. 필요한 세부정보를입력하고계정만들기를클릭합니다.

제공한 이메일주소로이메일이옵니다. 이메일에담긴링크를클릭해계정을활성화
합니다. 계정 활성화과정의일환으로 Trimble Connect 의 로그인에필요한세부정보
를설정하게됩니다.

Trimble Connect Web에로그인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connect.trimble.com으로 갑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이름과비밀번호를입력하고로그인을클릭합니다.

Trimble Connect Web에서프로젝트만들기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connect.trimble.com으로 가서 Trimble Connect 에 로그
인합니다.

2. 새 프로젝트를클릭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을입력합니다.

4. 필요한 경우, Trimble Connect에서 프로젝트미리보기이미지로사용할이미지를선
택합니다.

5. 프로젝트가저장될프로젝트파일서버를선택합니다.

데이터를다운로드하거나업로드할때최상의속도를얻기위해프로젝트팀이소재한
곳과가장가까운지역을선택합니다.

팁 – 프로젝트목록은서버소재지를기준으로필터링됩니다. 보이지 않는프로젝트가
있으면프로젝트 /필터 탭에서프로젝트서버위치설정을확인합니다.

6. 제출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가만들어져 Trimble Connect 에 나옵니다.

참조 –다른 팀원을프로젝트에초대하기까지는만든프로젝트를볼수있는사람은사
용자가유일합니다.

7. 프로젝트를클릭해엽니다.

탐색기 패널이화면왼쪽에나오고, 프로젝트의작업탭이화면제일위에가로로나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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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과프로젝트공유하기

1. Trimble Connect Web 웹에서 프로젝트를엽니다.

2. 팀 탭을 선택합니다.

3. 을 클릭합니다.

4. 초대할 사용자의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쉼표나 세미콜론으로구분해복수의이메
일주소를입력할수있습니다.

5. 필요한 경우사용자가속할그룹을선택합니다.

6. 그들의 역할을선택합니다. 대체로 역할은 ‘사용자’일 것입니다.

7. 제출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참여방법에관한안내사항이담긴이메일이사용자에게발송됩니다. 사용
자가 Trimble Connect 계정이 없으면계정이활성화될때까지사용자의상태가 ‘활성
화 대기중’으로 나옵니다.

프로젝트데이터관리하기

Trimble Connect Web 웹에 파일을업로드해중앙집중형태로저장했다가필요한대로컨
트롤러에다운로드합니다. 컨트롤러에서파일을업데이트한후 Trimble Connect Web로
AccessSync 웹에 변경사항을업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JXL, DXF, CSV 파일 등 어떤파일
형식이든업로드할수있습니다.

데이터구조화하기
Trimble Connect에서 사무실과현장컨트롤러사이에성공적으로데이터를동기화하기위
한파일위치가따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

Trimble Connect 에서 주 프로젝트폴더는컨트롤러의사용자이름/프로젝트폴더에동기
화됩니다. 이미 컨트롤러에프로젝트폴더가있지않으면컨트롤러에처음파일을다운로
드할때프로젝트폴더가자동으로만들어집니다. Trimble Connect 의 프로젝트폴더에일
반적으로컨트롤러의 System Files 폴더에 있는파일(예: 피처 라이브러리 FXL파일)이 들
어 있으면 AccessSync는 이러한파일을다운로드시시스템파일폴더에자동저장한뒤
사무실과현장컨트롤러사이에후속적으로진행되는시스템파일의동기화를관리합니다.

사용자는자기회사가일반적으로처리하는프로젝트의크기와수에맞는프로젝트사이트
를설정할수있습니다. Trimble은 다음 중하나의방식으로데이터를구조화할것을권장
합니다.

l 측량프로젝트당 1개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일반적으로이구조는장기간큰규모의프로젝트를진행하는사용자에게알맞습니다.
프로젝트에데이터를동기화할사용자가 2인 이상이면사용자당하위폴더를만들어
각사용자의데이터를분리합니다.

l 모든현장데이터에대해 1개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이것은데이터를구조화하는가장간단한방법입니다. 컨트롤러로프로젝트에연결한
뒤 Trimble Connect에서 프로젝트폴더와동기화하는모든사용자는프로젝트의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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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폴더를자신의컨트롤러에다운로드하게됩니다. 프로젝트내에서데이터를관
리하기위해 Trimble은 하위 폴더를만들어다음사항을분리할것을권장합니다.

l 측량프로젝트

l 여러사용자의데이터

팁 –

l 학습과정을단순화하기위해사용자당 1개 하위폴더를두고프로젝트를하나만담당
하는것이좋습니다. 점차 시스템에대한경험이많아지면서하위폴더와프로젝트를
추가할수있습니다.

l 복수의사용자가파일을동기화하면충돌을피하기위해적당한파일명명규칙(예:
user_date.job)을 사용하도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컨트롤러중복파일의처리방식
참조

l 상하위폴더단계가너무많으면현장사용자가어려워할수있습니다.

l 현장사용자는프로젝트에새폴더와데이터를추가할수있습니다. 추가하기위해이
들은동기화할컨트롤러의폴더를선택할수있습니다. 만일 이들이동기화할사용자
폴더를선택하면사용자폴더의모든데이터가 Trimble Connect에 업로드됩니다.

참조 – Pipelines 데이터는 <username> 폴더가 아니라컨트롤러의 Tally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모든사용자가 Trimble Connect에서 동일한폴더를공유할수있습니다. 파일은 컨
트롤러에서 Trimble Connect로 동기화될때모두동일한폴더로동기화되지만각각의
Pipelines 파일은 사용자이름이첨가되므로 Tally and Joint Map Updater 유틸리티로쉽
게병합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pps.trimbleaccess.com/help에서 Pipelines
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

Trimble Connect Web웹에서프로젝트에데이터추가하기

1. Trimble Connect Web 웹에서 프로젝트를엽니다.

2. 데이터 탭을선택합니다.

3. 탐색기 패널에서 을클릭한뒤폴더만들기를클릭합니다. Trimble Access 소프트웨
어가구동하는컨트롤러와동기화할데이터저장폴더의이름을입력한뒤제출을클
릭합니다.

참조 – Trimble Connect에서 프로젝트내에폴더를만들때권한이모든권한으로기
본설정되는데이것은사용자가폴더를읽고폴더에쓸수있다는뜻입니다.
AccessSync가 서버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다운로드할수있으려면폴더접근권
한이 ‘모든 권한’이어야 합니다. 폴더 접근권한을 ‘읽기 전용액세스’로 바꾸면
AccessSync는 Trimble Connect에서 컨트롤러로데이터를보낼수있지만컨트롤러
는 Trimble Connect로 데이터를보낼수없습니다. 폴더를 ‘권한 없음’으로 설정하면
폴더가 AccessSync에 나오지않고데이터를동기화할수없습니다. 프로젝트관리자
권한이있는사용자는폴더권한설정에상관없이프로젝트의모든폴더에대해완전
한권한을가집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데이터를동기화하는사용자가복수이면사용자당 1개 하위폴더
나적당한파일명명규칙을만들어각사용자의데이터를추적관리하는것이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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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하다면만든폴더를선택해 을클릭한뒤폴더만들기를클릭합니다. 데이터를
이폴더에동기화시킬사용자의사용자이름을입력합니다. 프로젝트데이터를동기화
할사용자하나하나에대해필요한대로이것을반복합니다.

5. 폴더에 폴더에데이터를업로드하려면그폴더를선택하고 을클릭합니다.

업로드한파일을이제 AccessSync 로써 컨트롤러와동기화할수있습니다. Trimble
Connect와 컨트롤러간파일동기화참조

참조 –프로젝트에데이터를업로드하거나 AccessSync 로 컨트롤러와데이터를동기
화하기위해 Trimble Connect에서 체크인이나체크아웃기능을액세스할필요가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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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Sync와 Trimble Connect

AccessSync 개요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해 Trimble Connect 클라우드 기반협업플랫폼과외업컨트롤
러사이에작업과관련파일을전송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는인터넷으로 Trimble Access 파일을 전송합니다. 현장에서는시스
템에로그인해야하고, 데이터를동기화할 Trimble Connect 프로젝트를선택해야합니다.

사무실에서현장컨트롤러로파일을전송할때, 일부 파일은외업용컨트롤러에필요한버
전으로파일이자동변환될수있습니다.

데이터전송속도
데이터전송속도및다른네트워크서비스의필요성을고려해야할지여부를선택할수있
습니다. 선택 옵션:

l 최소: 항상 느린속도로파일을전송합니다. 만일 실시간측량이베이스데이터를위해
연결을사용중이면모든파일전송을중지합니다. 인터넷 연결속도가느리거나제한
되어있을경우이옵션을사용합니다.

l 적응: 인터넷 연결이사용중이지않으면중간속도로파일을전송하고, 다른 활동이있
으면인터넷연결을그것과나눠사용하기위해전송속도를낮춥니다. 이 모드는연결
유형과연결인터넷의가용속도에따라달리나타납니다.

l 최대: 제일 빠른속도로파일을전송합니다. 고속 인터넷이아니라면다른연결기능에
대한처리량문제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

Trimble Connect와컨트롤러간파일동기화

AccessSync 서비스는컨트롤러에서나 Trimble Connect 클라우드 기반협업플랫폼에서
의파일변경내용을인터넷연결로동기화할수있게해줍니다.

Trimble Connect에서 일단 프로젝트를설정하고프로젝트데이터를업로드하고다른
Trimble Connect 사용자와 프로젝트를공유하게되면사무실에서후속조치를취할필요
가없습니다. 현장 사용자는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해 Trimble Connect와 자신의 컨
트롤러사이에언제든지최신데이터를동기화할수있습니다.

참조 -특정 폴더와하위폴더에대한파일충돌규칙(예: 컨트롤러에서파일버전관리나
덮어쓰기설정을정의)을 AccessSync 내에서 구성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컨트롤
러중복파일의처리방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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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를시작합니다.

2. 컨트롤러에서 Trimble Access 인터넷 설정도구를이용해인터넷연결을설정합니다.

3. Trimble Access 로그인 정보로 Trimble Connect 소프트웨어에로그인합니다.

a. Trimble Access 시작 관리자화면에서사용자이름필드를탭합니다. 로그인 화면
이나옵니다.

b. 로그인 모드필드에서 Trimble Connect 를 선택합니다.

c. 사용자 이름과비밀번호로 Trimble Connect 에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Trimble Connect에 로그인할때쓰는이메일주소입니다.

d. 다음을 누릅니다.

e. 데이터를 동기화할Trimble Connect 프로젝트를선택하고다음을탭합니다.

선택한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에제대로로그인되었음을확인해주는로그인
완료화면이나옵니다.

f. 다음을 누릅니다.

AccessSync 서비스가자동으로시작되어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정보를제
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아래표에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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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폴더이름 Trimble Connect와의 동기화에이용가능한컨트롤러폴더의이름.

다음과 같은폴더이름이나옵니다.

l <username>

l <username> 폴더 아래에있는프로젝트폴더및하위폴더

l System Files

폴더 이름옆에있는확인란은이폴더의동기화상태를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제 5단계에나오는표를참고하십시오.

상태 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추가정보를제공합니다.

가능한 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

l 유휴, 전송할 파일이없거나동기화할폴더가선택되지않았습니
다.

l x / y, 총 y개 파일 가운데 x개가 성공적으로전송되었습니다.

클라우드아이콘은파일을받거나보낼필요가있는지나타냅니다.

파일을 Trimble Connect에 업로드할필요가있음을나타냅니다.

파일을 Trimble Connect에서 다운로드할필요가있음을나타냅니
다.

일부 파일은 Trimble Connect에 업로드할필요가있고, 일부 파일
은다운로드할필요가있음을나타냅니다.

상태를 탭하면전송중인개별파일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

l 어떤파일을전송할것인지설정하고파일전송우선순위를정하
거나모든파일의우선순위를바꾸려면우선순위필드를탭합니
다.

l 파일다운로드충돌옵션을구성하려면 을탭합니다. 컨트롤러
중복파일의처리방식참조

Trimble
Connect 프로
젝트

파일을보내고받을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폴더

표의행색깔은전송프로세스의현재상태에대한추가정보를나타냅니다.

l 초록색은폴더가동기화되어있으며, 전송할 기타변경사항이없다는것을의미합
니다.

l 빨간색은하나또는그이상의파일을전송하는과정에어떤문제가발생했음을뜻
합니다.

4. 각 폴더의 확인란을필요한대로설정합니다. 보낼 파일이폴더에있으면해당폴더가
폴더목록에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파일이사용자이름폴더에보내집니다. 각 확인
란은세가지상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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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태

동기화액션

폴더의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와동기화됩니다.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중지하려면이확인란을선택취소하십시오.

폴더의 파일은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와동기화되지않습니다.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시작하려면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폴더의 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에지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
동기화되지않습니다.

파일을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에재지정하려면이확인란을선택하십시오.

5. 데이터 전송속도를변경하려면 을누릅니다.

6. 파일 업로드크기의최대치를변경하려면 을탭합니다.

참조 - AccessSync는 8MB를 초과하는파일을 Trimble Connect로 보내지 않게기본
설정되어있습니다. 태블릿을사용하고있다면파일업로드크기의최대치를 256 MB
로 변경할수있습니다.

7. 이 사이트에파일이업로드되거나업데이트될때사용자들에게이메일로알리게
Trimble Connect를 설정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Trimble Connect Web에서 프
로젝트를열어설정을선택한뒤화면왼쪽편메뉴에서이메일을선택합니다.

작업표시줄의정보알림은새파일이컨트롤러에전송되었음을표시합니다.

참조 -

l 일단설정을하게되면 AccessSync 서비스는컨트롤러에선택된프로젝트폴더의파
일을매 30초마다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와비교합니다. 컨트롤러에없는파일이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에있거나컨트롤러의파일이변경되면수정된그새파일
이전송됩니다.

l 선택된프로젝트폴더와선택된하위폴더의모든파일은 Trimble Connect 프로젝트
와컨트롤러사이에동기화됩니다.

l 인터넷연결이되지않을경우에는나중에접속이이루어질때파일이동기화됩니다.

l 인터넷으로 GPS 보정도 이루어진다면이 GPS 보정이 파일업로드에우선합니다.

l System Files폴더 내의 FXL, RTD, LOG 파일만 컨트롤러에서 Trimble Connect로 전
송됩니다.

l 사무실에서현장컨트롤러로보낼수있는데이터양은한도가없습니다.

l AccessSync 파일 전송기록에대해더자세한내용을보려면소프트키 '기록'을 누릅
니다.

l 테이블을정렬하려면열제목을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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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중연속적인데이터업데이트를할필요가없으면다음과같이파일전송프로세스를
최적화할수있습니다.

1. 외업 세션을시작할때:

a.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한뒤파일이든폴더의확인란 을선택해 Trimble
Connect로부터 다운로드가되게합니다.

b. 파일 동기화가완료되면 AccessSync 창에서 확인란 을선택해제하여연속파
일전송을중지합니다.

2. 외업 세션을끝낼때:

l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한뒤외업데이터가든폴더의확인란 을선택해사
무실로데이터를보냅니다.

팁 - AccessSync 서비스는 WiFi, 셀 모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테크놀로지연
결등어떤종류의인터넷접속이든관계없이파일을보낼수있습니다. 이용가능한대역폭
여하에따라동기화속도가차이를보입니다. 대체로 케이블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테크놀로지접속이가장빠르고, WiFi 테크놀로지, 셀 모뎀이그뒤를잇습니다. 최
고의 전송속도를확보하기위해되도록케이블연결을이용하십시오.

외업시 Trimble Connect 프로젝트전환

AccessSync 서비스는사용자가로그인을할때컨트롤러에서선택한 Trimble Connect 프
로젝트로파일을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를바꾸려면다시로그인을해서적당한프로젝
트를선택하십시오. 동기화할폴더를 AccessSync 화면에서선택합니다.

컨트롤러중복파일의처리방식

서버에서파일이여러차례업데이트될때 AccessSync가 그 파일의다른버전이이미컨
트롤러에있는지감지해자동으로다운로드를일시중지함으로써과다한파일이컨트롤러
에생성되는것을막습니다. 현장 사용자가최신업데이트를필요로하면다운로드를재개
할수있습니다. 최신 버전의파일은새버전임을나타내고자파일이름에숫자가붙습니
다.

중복 파일의다운로드를수동으로다시시작하려면:

1. AccessSync 화면에서그파일의상태열내부를누릅니다.

2. 해당 파일의우선순위열을클릭한뒤파일의우선순위(고. 중, 저)를 선택합니다. 우선
순위대로파일이다운로드됩니다.

파일 충돌에대한처리규칙을구성하려면다음을실행합니다.

1. AccessSync 화면에서규칙을적용할폴더의상태열내부를누릅니다.

2. 을 누릅니다.

3. 파일 충돌 옵션을정의합니다. 그러면 .fsoxml 파일이 생성되어, 파일 충돌옵션을정
의하고있는폴더에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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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비고

하위폴더에적
용

하위폴더에다운로드한파일에이들옵션을적용하려면이확인란
을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하위폴더에설정을적용한뒤그하위폴더에다른설
정을포함하는하위폴더에 .fsoxml을 만들 수있습니다. 하위 폴더
에서 .fsoxml의 이름이그하위폴더의이름과일치하는한, 그
.fsoxml의 설정은상위폴더에구성된설정에우선합니다.

파일 이름지정 옵션이적용될파일의이름을지정합니다. 설정 적용하기:

l 모든파일에적용하려면 *.*을 입력합니다.

l 어느한형식의모든파일, 예를 들어스타일파일에적용하려면
*.sty를 입력합니다.

l 특정파일에적용하려면그파일이름과확장자를입력합니다
(예: "control.csv").

화살표 버튼을써서지정파일의순서를변경합니다. "ctrl.csv"라는
이름의파일에대한구체적인규칙을만든뒤기타모든 .csv 파일의
규칙을만들수있도록더구체적인항목을먼저둡니다. 이를테면
"control.csv"를 "*.csv" 앞에 위치시킵니다.

충돌 관리기준 다운로드파일의버전관리를합니다. 선택 옵션:

l 새로다운로드한파일을현재컨트롤러에있는최고버전의기
존파일보다한단계더높은버전으로이름을바꾸려면새파일
버전관리를선택합니다. 이것은 어떤옵션도해당파일이름과
매치하지않을경우의기본옵션입니다.

l 오래된파일버전하나를그대로유지하려면기존파일버전관
리를선택합니다. 이미 존재하는옛버전은대체됩니다. 버전 번
호는이미존재할수있는 "새 버전" 파일과 구분하기위해항상
-2이 됩니다. 다운로드한파일의이름은바뀌지않고그대로유
지됩니다.

l 이전파일대체는옛파일을덮어써서이전내용을없앱니다. 기
존 버전의파일은무시됩니다. 이 옵션은조심해서사용하십시
오. 갑자기 변경되는파일로인해소프트웨어에혼란이초래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파일은덮어쓰이지않으며,
사용자가정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알림이나옵니다.

파일 다운로드
에대한알림

다운로드되었거나컨트롤러에이미있는파일이지만새로운버전
이나와있어다운로드할수있을경우그파일에대해어떻게알림
을표시할지결정합니다. 선택 옵션:

l 파일개수는직전알림이표시된이후다운로드했거나다운로
드할수있는파일수가나오는단일알림을표시합니다. 이것이
기본옵션입니다.

l 모든파일은다운로드했거나다운로드할수있는파일각각에
새알림을표시합니다. 알림에는해당파일의이름이포함됩니
다.

l 파일알림이나오지않게하려면없음을선택합니다.

새 파일 버전에
대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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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뒤로를 탭하면 AccessSync 화면으로돌아갑니다.

참조 -

l .fsoxml 파일은 서버에업로드되지않습니다.

l 파일을다운로드할때에는파일다운로드옵션과함께데이터파일이현장에보내질
수있도록항상 .fsoxml 파일에 최우선순위가주어집니다.

l 파일을다운로드할때 .fsoxml 파일 그 자체의충돌관리기준설정에도불구하고새
.fsoxml 파일이 항상동일한이름의기존 .fsoxml 파일을 대체합니다.

l 어떤디렉터리에복수의 .fsoxml 파일을 둘수는있지만동일한이름의파일에대한상
충되는옵션이다른 .fsoxml 파일에 나타나면어느옵션이사용될지예측불가능합니
다.

l AccessSync가 실행 중일때 .fsoxml 파일을 변경하면모든후속다운로드에서새옵
션이로드되어적용됩니다.

l 부정확한 .fsoxml 파일이 로드되면 AccessSync는 System Files 폴더의 Trimble
Access 로그 파일에메시지를출력하고계속진행합니다. 오류 여하에따라오류앞에
나온파일의일부항목이로드되어사용될수있습니다.

내업용컴퓨터로부터클라우드에서데이터관리하
기

현장컨트롤러에서클라우드로동기화한데이터는사무실에서다음방식으로액세스할수
있습니다.

l 웹브라우저를이용한 Trimble Connect

l Trimble Business Center

Trimble Connect Sync를 Trimble Connect와 로컬 컴퓨터폴더사이의파일동기화에사
용할수도있습니다.

Trimble Connect 웹을통해직접데이터관리하기

Trimble Connect 웹은 Trimble이 호스트를하며, 웹브라우저로쉽게이용할수있습니다.

Trimble Connect를 액세스하려면 http://connect.trimble.com으로 갑니다. 사용자 이름(이
메일 주소)과 비밀번호를써서로그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community.trimble.com/community/forums/connect-help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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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Connect 웹에서 프로젝트의 Data 탭을 사용해 Trimble Connect에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여기에서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내에서데이터관리하기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내에서 Trimble Connect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여
기에서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매번 클라우드에서파일을관리하고자할때마다 Trimble Connect에 로그인하지않으려면
Trimble Business Center를 외부 서비스프로필로설정함으로써항상동일한로그인정보
를사용합니다. 방법:

1.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파일'에 이어 '옵션'을 클릭합니다. 일반 폴더안에
서'외부 서비스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2. 만들기를 클릭한뒤 Trimble Connect를 서비스로선택합니다. 프로필에이름을부여
하고확인을클릭합니다.

3. Trimble Connect 로그인 정보(이메일 주소와비밀번호)를 입력하고확인을클릭합니
다.

Trimble Connect에서 Trimble Business Center로 직접 파일을가져오려면원격파일열기
를사용합니다. Trimble Connect에 대해 만든외부서비스프로필을선택한뒤해당프로
젝트로찾아가가져올파일을선택합니다.

Trimble Connect에서 Trimble Business Center로 직접 파일을내보내려면내보내기를사
용합니다. 파일 이름필드옆의클라우드버튼을클릭하고파일을내보낼대상위치를
Trimble Connect에서 선택합니다.

Trimble Connect Sync로써파일관리하기

Trimble Connect Sync는 컴퓨터에설치하는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Trimble
Connect에서 복수의프로젝트와파일을동기화시킵니다. 개별 폴더를선택해 Trimble
Connect와 동기화할수있으며, 파일 동기화방향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

Trimble Connect Sync는 Windows에서와 동일한방식으로파일과폴더를관리할수있게
해줌으로써 Trimble Connect에서 파일과폴더의관리를더용이하게합니다.

Trimble Connect Sync를 다운로드하려면 http://connect.trimble.com으로 가서로그인하

세요. 앱 스토어아이콘 을클릭한뒤사용자의운영체제에해당되는 Trimble Connect
Sync 버전을 내려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mmunity.trimble.com/community/forums/connect-help에서 확
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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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Access서비스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Trimble Connected Community는 온라인데이터저장공간과기타도구를제공해서개별
조직이인터넷상에서손쉽고신속하게정보를공유할수있게하는웹기반서비스입니다.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시험 사용하거나그이용권을구입한기업은고유한조
직을부여받습니다. 이를 이용해기업은로그인을해데이터를온라인으로저장하고조직
내다른사용자와데이터를공유할수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Trimble Access 시스템의일부로서 Trimble Access를 사용하는방법에대해
설명합니다.

l Trimble Access Services에 대한 관리자및사용자역할

l Trimble Connecting Community 조직 관리하기

l 사이트관리

l 사용자관리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 이용

l 내업용컴퓨터로부터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 데이터관리하기

자세한사항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도움말 파일참조

다음그림은조직셋업에서부터 AccessSync로 파일 전송하기에이르기까지모든단계를
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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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Access Services에대한관리자및사용자역할

기본또는고급 Trimble Access Services를 이용하고자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에 로그인할때중요한두역할이있습니다.

역할 작업

사이트관
리자

이것은순전히조직관리자역할입니다.

l 사용자계정관리(사용자 추가, 편집, 삭제)

l 프로젝트사이트관리(프로젝트사이트추가, 편집, 삭제)

l 프로젝트사이트의데이터를액세스(AccessSync를 통한 액세스포함)
할 수 있는사람을결정

사용자 l 내외업데이터동기화

l 프로젝트사이트에서파일관리

참조 -

l 사이트관리자는프로젝트사이트에서파일관리를하거나 AccessSync 서비스를이
용해사이트로파일을전송할수없습니다. 동일 인물이관리자작업과사용자작업을
동시에수행해야하는경우에는사이트관리자계정과사용자계정을따로만드는것
이좋습니다.

l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은 로그인을하지않아도되므로사이트관리자뿐아니
라그누구든 Trimble Access Services를 라이센스가있는컨트롤러에설치할수있습
니다.

Trimble Connecting Community 조직관리하기

AccessSync 서비스와함께사용할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을 만드려면사용
자계정관리법및사이트관리법을알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조직 관리권을가진유일한사용자입니다.

Trimble Access사이트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안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는현장에서
사용할파일을포함해여러프로젝트정보를저장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하려면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 AccessSync 프로
젝트사이트를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은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할때파일이전송되는
곳입니다.

데이터구조화하기

사용자는자기회사가일반적으로처리하는프로젝트의크기와수에맞는프로젝트사이트
를설정할수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은다음과같습니다.

l 단일프로젝트용사이트: 프로젝트나작업당 1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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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이옵션은오랜기간동안대규모프로젝트를수행하는사용자에게적합합
니다. 프로젝트에할당된각사용자는이프로젝트안에서자신의데이터를저장할폴
더를갖습니다.

l 복수프로젝트용사이트: 여러 측량프로젝트나작업에대해 1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사용

일반적으로이옵션은많은소규모작업을수행하는사용자에게적합합니다. 모든 외
업데이터가한사이트에전송되는이점이있습니다. 이 복수 프로젝트용사이트에할
당된각사용자는각프로젝트안에서자신의데이터를저장할폴더를갖습니다. 프로
젝트폴더가일반측량애플리케이션에쓰이면각프로젝트폴더는각외업사용자아
래에나옴으로써프로젝트데이터를폴더로구분합니다.

l 사용자권한기반사이트: 동일 데이터를액세스하는일단의사용자를위한사이트만
들기

사용자권한은기본 Trimble Access Services를 위해 단순화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용
자가사이트액세스권한이있으면그사이트에저장된다른데이터도액세스할수있
습니다. 이 데이터가동일한사이트를이용하는조직내다른사용자의것이라도마찬
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이문제가된다면사용자액세스권한을구분하고사이트내모
든데이터를액세스할수있는사용자에게만권한을주기위해다른사이트를만드십
시오.

팁

l Trimble은 사용자가학습과정을단순화하기위해조직당 1개 Trimble Access 프로젝
트사이트를갖기를권합니다. 한 사이트아래에서복수프로젝트를복수폴더에관리
할수있습니다. 시스템에대한경험이쌓이면점차복수사이트를사용할수있습니다.

l 복수사이트를사용할경우, 파일을 'To the Field' 폴더에 바로저장하기보다는 'To
the Field' 폴더 아래에어떤폴더를만들어파일을이폴더에저장하십시오. 현장 작업
자가 AccessSync 를 사용할때동기화할올바른파일집합을선택하는일이더쉬워
집니다.

사이트를설정하는것은데이터구성방법에상관없이동일합니다.

사이트관리

'사이트 관리'는 사이트관리자가다음작업을하는서비스입니다.

l 새사이트만들기

l 조직내모든기존사이트목록보기

l 사용자에게사이트액세스권한을부여하고관리

l 사이트삭제

'사이트 관리'를 액세스할수있는사용자는일반적으로사이트관리자가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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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Sync와함께사용하기위한새 Trimble Access프로젝트사이트만
들기

새사이트를설정해서 AccessSync 서비스와함께구성요소를전송하는데필요한권한으
로구성요소를추가하기:

1. '사이트 관리'로 가서: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에서:

a. http://mytrimbleaccess.com에 가서 사이트관리자계정으로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통해 서비스를액세스하기
참조

b. 을 클릭하거나창상단에있는 '사이트 관리' 페이지를클릭합니다.

l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1. '파일', TCC로 가서 Trimble Access Services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제목표시줄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등록시점에부여받은사이트관리자아
이디와비밀번호로로그인을합니다.

참조 -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정의해두면, 매번 로그인을할때마다이것을계속입력할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Business Center를 통해 서비스를액세스하
기참조

3. 왼쪽 패널에서 을클릭합니다.

2. '사이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사이트 제목, 사이트 약칭/ID, 설명을 입력한뒤 '디음'을 클릭합니다.

4. '액세스 허용' 열에서 이사이트를액세스할권한을가질사용자를선택합니다. 사용자
가사이트액세스권한이있으면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에서와외업컨트
롤러에서(로그인 화면에서) 이것을 볼수있으며, AccessSync 서비스로써여기에파
일을동기화할수있습니다.

5. '저장'을 클릭해사이트를만듭니다.

사이트액세스권한편집

사용자가사이트액세스권한이있으면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에서와외업컨
트롤러에서(로그인 시) 이것을 볼수있으며, AccessSync 서비스로써여기에파일을동기
화할수있습니다. '사용자 관리'나 '사이트 관리' 서비스 내에서그냥 '액세스를허용하면'
사용자에게사이트액세스권한이부여됩니다.

일단 사이트가만들어지면다음중한방식으로사이트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l 사이트를편집해서어떤사용자가사이트를액세스할수있는지선택

l 사용자를편집해서이들이어떤사이트를액세스할수있는지선택

참조 - Trimble Access 고급 서비스를구입한경우, 사이트에부여된권한의수준에대해
더많은통제력을가지게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사이트, 페이지, 파일 공간, 일부 기즈모
(포럼, 캘린더 등)에 대해 권한을정의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소유자, 편집자, 열람자
등권한수준이서로다릅니다. 이러한 고급권한을사용하는것은 AccessSync 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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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으며, 비록 Trimble Access 고급 서비스를구입했다하더라도 '사이트 관리'와 '사용
자 관리' 서비스로써권한관리를하는것이좋습니다.

사이트삭제

사이트를삭제하면프로젝트목록에서사이트가없어집니다. 이 사이트에저장된데이터를
사용할수없게됩니다.

사이트 삭제하기:

1. '사이트 관리'로 갑니다.

2. 사이트 이름옆에있는 를클릭합니다.

3. 선택한 사이트를삭제하고자하는지확인하는경고가나옵니다. 이 메시지에 ‘예’를 클
릭하면사이트가삭제되고, 사이트에저장된데이터를더이상액세스하지못합니다.

사용자관리:조직에사용자추가
Trimble Access Services 및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사용자는특정조직의보
유콘텐츠를액세스하려면로그인아이디를부여받아야합니다. 보통 사이트관리자만새
사용자계정을만들수있습니다.

새 사용자계정만들기:

1. '사용자 관리'로 가서: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에서:

a. http://mytrimbleaccess.com에 가서 사이트관리자계정으로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통해 서비스를액세스하기
참조

b. 을 클릭하거나창상단에있는 '사용자 관리' 페이지를선택합니다.

l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a. '파일', TCC로 가서 'Trimble Access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b. 제목표시줄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등록시점에부여받은사이트관리자아
이디와비밀번호로로그인을합니다.

참조 –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 로그인 정
보를정의해두면, 매번 로그인을할때마다이것을계속입력할필요가없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내에서데이터관
리하기참조

c. 왼쪽 패널에서 을클릭합니다.

2.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 정보' 내역을 입력합니다. 모든 필드를입력해야합
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액세스 허용' 열에서 사이트를선택함으로써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는사이트를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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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로그인할때어떤사이트가나오게할지결정하려면 ‘기본 사이트’를 선택합
니다. 새 사용자를만드는시점에아무사이트도설정되지않았으면그냥 ‘저장’을 클릭
합니다.

'사용자 관리'나 '사아트 관리'를 이용해사용자나사이트를편집함으로써언제라도이
사용자에게사이트액세스권한을부여할수있습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사용자는여기에입력된멤버 ID, 조직 이름, 비밀번호로로그
인할수있습니다.

참조 -

l 사용자정보를편집하거나, 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는사이트를보거나편집하려면
을클릭합니다.

l 조직에서사용자를삭제하려면 를클릭합니다. 삭제된 사용자는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의 액세스권한이없어지지만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에있는이들의기존데이터폴더는삭제되지않고그대로있습니다.

l Trimble Access 고급 서비스를구입한경우에는탐색패널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컨트롤을사용해사용자계정의세부정보를만들고변경할수도있습니
다. 이러한 고급컨트롤(사용자 역할정의하기등)의 사용은 AccessSync 에 필요하지
않으며, Trimble Access 고급 서비스를구입했더라도 Trimble은 사용자관리서비스
를사용해사용자계정을관리하기를권장합니다.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이용

사용자는 Trimble Access Services에 로그인해다음작업을할수있습니다.

l 내외업데이터동기화

l 프로젝트사이트에서파일관리

l 비밀번호변경

사무실에서웹브라우저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바로 로그인하거나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를 통해 로그인함으로써 Trimble
Access Services와 자신의파일을액세스할수있습니다. TCC탐색기로부터파일을액세
스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은 데스크톱컴퓨터에설치된애플리케이션으로, '내 컴퓨터'나
Windows 탐색기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저장된폴더와파일을액세스할
수있게합니다. 이러한 옵션에대한자세한정보는내업용컴퓨터로부터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 데이터관리하기참조

웹브라우저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보기

사이트관리자로부터부여받은아이디와비밀번호로 http://mytrimbleaccess.com에서 로
그인합니다.

로그인을했을때들어가게되는페이지는사이트관리자가그사용자에게어떤기본프로
젝트사이트를지정해두었는지에따라달라집니다.

l 선택된기본사이트가없으면 Trimble Access Services 페이지로들어가게되는데여
기에는 Trimble Access Services 사용법과액세스권한이부여된사이트목록이나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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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프로젝트로가려면우측상단의드롭다운목록으로부터그프로젝트사이트를선
택하거나해당목록에서프로젝트사이트를클릭합니다.

l 기본사이트가지정되어있으면그프로젝트사이트홈페이지로들어가게됩니다. 다
음은 프로젝트사이트의여러기능을나타낸그림입니다.

항
목
설명

1 아이디와조직

2 현재 로그인한사이트. 다른 프로젝트로가려면드롭다운목록에서프로젝트사이트
를선택합니다.

3 '파일 업로드' 마법사를불러와사용자를한명이나여러명선택한뒤현장에있는이
들에게보낼파일을업로드할수있습니다.

4 '파일 관리'로 가 다음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프로젝트파일의파일공간보기

l 파일업로드및다운로드

l 사용자간파일이동

5 로그아웃

AccessSync 서비스의사용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 AccessSync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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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변경

사이트관리자는 '사용자 관리' 내에서 편집을함으로써자신이나다른사용자의비밀번호
를변경할수있습니다

본인의비밀번호변경하기:

1. 웹브라우저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로그인합니다.

2. 을 클릭해 화면왼쪽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탐색 패널을확장합니다.

3. '내 설정'에 이어 '내 비밀번호변경'을 클릭합니다. 기존 비밀번호와새비밀번호를입
력합니다.

참조 -비밀번호를잊어버렸을경우 http://mytrimbleaccess.com에서 비밀번호찾기링크
를클릭함으로써비밀번호를초기화할수있습니다. 아이디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 이메일 주소를입력합니다. 이 본인 증명정보가시스템에있는것과일
치하면새비밀번호가이메일로본인에게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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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Sync 개요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해내업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외업컨트롤
러사이에작업과관련파일을전송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는인터넷으로 Trimble Access 파일을 전송합니다. 외업시 온라인모
드로시스템에로그인해야하며, 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프로젝트사이트를
선택하여서버에파일을전송해둘위치를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항목을참조하십시오.

l 현장에서사무실로파일전송

l 사무실에서현장으로파일전송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와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어간파일전송

사무실에서현장컨트롤러로파일을전송할때, 일부 파일은외업용컨트롤러에필요한버
전으로파일이자동변환될수있습니다.

데이터전송속도
데이터전송속도및다른네트워크서비스의필요성을고려해야할지여부를선택할수있
습니다. 선택 옵션:

l 최소: 항상 느린속도로파일을전송합니다. 만일 실시간측량이베이스데이터를위해
연결을사용중이면모든파일전송을중지합니다. 인터넷 연결속도가느리거나제한
되어있을경우이옵션을사용합니다.

l 적응: 인터넷 연결이사용중이지않으면중간속도로파일을전송하고, 다른 활동이있
으면인터넷연결을그것과나눠사용하기위해전송속도를낮춥니다. 이 모드는연결
유형과연결인터넷의가용속도에따라달리나타납니다.

l 최대: 제일 빠른속도로파일을전송합니다. 고속 인터넷이아니라면다른연결기능에
대한처리량문제를초래할수도있습니다.

AccessSync에필요한폴더구조의이해
AccessSync서비스로파일을전송할때사무실에서폴더가어떤구조로이루어져있는지
알면도움이됩니다. 파일을 현장에전송하려면그파일들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적당한폴더에저장되어야하며, 현장 작업자는정확한사이트에정확한아
이디로로그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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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ble Connected Community 프로젝트사이트의내부폴더구조는항상동일합니다.

l 사용자이름

프로젝트에로그인하는모든사용자에대해사용자이름디렉토리가생성됩니다.
AccessSync 서비스는로그인정보를이용해외업데이터를보내야할사용자폴더를
결정합니다.

참조 -파일은특정컨트롤러에보내지는것이아니라사용자계정에보내집니다!

l From <serial number>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로그인해서그컨트롤러로부터데이터를저장할
때 From <serial number> 폴더가 생성됩니다. 컨트롤러의\Trimble
Data\<username> 폴더에 저장된모든파일과폴더는 AccessSync에서 그 폴더
를선택할때동기화됩니다.

여러 컨트롤러에로그인할경우, 여러 개의 'From <일련번호>' 폴더를 갖게됩니
다.

l To the Field

To the Field 폴더는 시스템유형의파일을사무실에서특정외업사용자에게보내
는데쓰입니다. 이 폴더의모든파일은사용자가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해서동기화할적당한폴더를선택할때이사람에게보내집니다.

[To the Field] 폴더의 파일은 AccessSync 서비스 등 Trimble Access 소프트웨
어가설치된아무컨트롤러에나보내질수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로여러컨트롤
러에로그인하는경우파일은각각의컨트롤러에보내집니다.

l System Files

System Files 폴더는 시스템유형의파일을사무실에서특정외업사용자에게
보내는데쓰입니다. 이 폴더의모든파일은사용자가 Trimble Access 소프트
웨어에로그인해서동기화할 System Files 폴더를 선택할때이사람에게보
내집니다. 이 폴더의파일은 AccessSync 서비스 등 Trimble Access 소프트
웨어가설치된아무컨트롤러에나보내질수있습니다. 이 폴더의파일은
AccessSync 서비스 등가설치된아무컨트롤러에나보내질수있습니다. 여
러 컨트롤러에로그인하는경우이파일은각각의컨트롤러에보내집니다.

어떤 파일이시스템파일이고, 그래서 컨트롤러의시스템파일폴더에두어야
하는지에대한자세한내용은일반측량도움말의파일관리를참고하십시오.

참조 -시스템파일을직접 'To the Field' 폴더에 두면 Trimble Access 소프
트웨어는이것을시스템파일이라취급해서컨트롤러의올바른위치로이동
시킵니다.

l To All Users

To All Users 폴더는 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로그인하고적합
한파일/폴더를 선택해내려받는모든사용자에게사무실로부터파일을보내는데쓰
입니다.

To All Users 폴더의 파일은 AccessSync 서비스 등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아무컨트롤러에나보내질수있습니다. 여러 컨트롤러에로그인하는경우이
파일은각각의컨트롤러에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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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스템파일

System Files 폴더는 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로그
인해동기화할 System Files 폴더를 선택하는모든사용자에게사무실로부터
시스템형식파일을보내는데쓰입니다. 이 폴더의파일은 AccessSync 서비
스 등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가설치된아무컨트롤러에나보내질수있
습니다. 여러 컨트롤러에로그인하는경우이파일은각각의컨트롤러에보내
집니다.

어떤 파일이시스템파일이고, 그래서 컨트롤러의시스템파일폴더에두어야
하는지에대한자세한내용은일반측량도움말의파일관리를참고하십시오.

참조 -시스템파일을직접 'To All Users' 폴더에 두면 Trimble Access 소프
트웨어는이것을시스템파일이라취급해서컨트롤러의올바른위치로이동
시킵니다.

사무실에서현장으로파일전송

AccessSync서비스를이용하면인터넷으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프로젝트사
이트에서컨트롤러로파일을전송할수있습니다.

사무실에서현장으로파일을전송하기위해서는사무실과현장에서취해야할절차가있습
니다.

사무실에서
AccessSync 서비스로파일을전송할때사무실에서폴더가어떤구조로이루어져있는지
알면도움이됩니다. 파일을 현장으로전송하려면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적합
한폴더에파일을저장해야합니다. 폴더 구조에관한자세한정보는 AccessSync에 필요
한폴더구조의이해를참조하십시오.

파일을 현장으로전송하려면이파일을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해당 폴더에저
장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실행하십시오.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또는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파일 업로
드' 마법사를이용

'파일 업로드' 마법사는파일을올바른위치에저장하는과정을처리하므로사용자가
폴더구조를잘이해해야할필요가없습니다.

1. 파일 업로드마법사로갑니다. 이것은 관련된프로젝트사이트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또는 Trimble Business Center로부터 액세스할수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내업용컴퓨터로부터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 데이
터관리하기참조

2. '파일 보내기'를 클릭하고, 현장으로보내고자하는파일을찾아갑니다. 한 번에 여
러개파일을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측량 도구' 사이트 안에서이마법사를액세스하고있다면파일을보내고자하는
프로젝트사이트를선택합니다.

4. 파일을 보내고자하는사용자를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모든사용자에게보내려
면 '모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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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을 저장해둘폴더를선택합니다. 파일을 현장으로보내려면 To the Field 폴
더에 파일을두어야합니다. 보통은 파일을 To the Field 폴더 안의프로젝트폴더
에두는것이제일좋습니다. 외업 컨트롤러에서파일전송과정을관리하는일이
쉬워지기때문입니다. 폴더는 '새 폴더', '폴더 이름 변경', '폴더 삭제' 버튼으로편
집할수있습니다. 폴더를 편집하면이전단계에서선택한모든사용자에대해폴
더구조가업데이트됩니다. '다음'을 클릭해파일을업로드합니다.

6. 파일이 업로드되면요약화면이나옵니다. '종료'를 클릭합니다.

l 파일스페이스기즈모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파일공간으로직접파일
을업로드하거나복사

1. 에 로그인한뒤보낼파일이있는프로젝트사이트로갑니다.

2. 다음 중 하나를실행합니다.

l 한사용자에게파일을전송하려면그사용자의폴더이름을확장한뒤 To the
Field 폴더를 선택합니다.

l 프로젝트의모든사용자에게파일을전송하려면 To all Users 폴더를 선택합
니다.

3. 다음 중 하나를실행합니다.

l 파일하나를전송하려면파일업로드 를누른뒤그파일을선택합니다.

l 여러파일을전송하려면 을선택해서어떤 FTP 실행 파일을내려받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실행해서브라우저창을연뒤여러파일을이창으로바로복
사해넣을수있습니다.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탐색기로써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파
일공간으로직접파일을업로드하거나복사

1. Windows 탐색기에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탐색기로간뒤, 보낼 파일
의원천프로젝트폴더로찾아갑니다.

2. 다음 중 하나를실행합니다.

l 한사용자에게파일을전송하려면그사용자의폴더이름을확장한뒤 To the
Field 폴더를 선택합니다.

l 프로젝트의모든사용자에게파일을전송하려면 To all Users 폴더를 선택합
니다.

3. 보낼 파일이나폴더를복사해서붙여넣습니다.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파일공간으로직접파일을이메일송신

참조 -이 기능은고급 Trimble Access Services를 이용할자격이될때에만이용가
능합니다.

1. [Administration / Manage Filespaces]를 선택합니다.

2. 파일공간 목록에서적합한파일공간을찾은뒤파일공간편집아이콘(연필)을 클
릭합니다.

3. 메일 탭에서 'Enable mailing into this filespac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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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제목의이메일주소를적어둡니다. 첨부 파일만저장하려면(기존 파일버전
관리) 이 주소를사용합니다. 이것이 이파일공간으로이메일을할때사용해야하
는기본이메일주소입니다.

팁: 파일공간으로파일을보낼수있는사람을제한하고싶으면해당이메일주소
를Only accept emails from these senders 라는 제목의박스에삽입합니다. 각 이
메일주소는별도의행에입력해야합니다. 와일드카드로서별표를사용할수도있
습니다. 예를 들어, *@mycompanydomain.com인 경우,
"@mycompanydomain.com"으로 끝나는이메일주소를가진사람이면누구나허
용됩니다.

5. '저장'을 선택합니다.

팁

l 이메일주소에있어폴더의파일명에스페이스가있으면(예: “To All Users“) 각
스페이스는 "%20"로 대체해야합니다.

l AccessSync 사이트에서쓰는파일공간의이름은다음방식으로식별할수있습
니다.

l 웹브라우저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로그인해해당 AccessSync
사이트로갑니다.

l "All Files"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l 파일공간기즈모에서기즈모설정옵션을클릭합니다.

l "My organization" 탭(이미 선택되어있지않은경우)을 클릭합니다.

l 파일공간기즈모와관련된파일공간의이름이하이라이트됩니다.

l 제 4 단계에서적어둔이메일주소로보내면파일이파일공간으로들어갑니다. 그
러나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로그인할필요없이파일을특정사용자나
"All Users"에게 보내고그파일을적합한폴더로이동하고싶으면수정된주소로
보내야할것입니다.

주소 포맷:

<tcc 조직 단명>.<파일공간>.<하위 폴더>@tccattachments.com

예를 들어, 파일공간이름이 "northernroad"이고 회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단명이 "southernsurveys"일 경우:

l 파일을 "All Users"에게 보내려면수신주소는
southernsurveys.northernroad.To%20All%20Users@tccattachments.com
이 될 것입니다.

l 아이디가 "bsmith"인 사람에게보내려면수신주소는
southernsurveys.northernroad.bsmith.To%20the%20Field@tccattachment
s.com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1.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로그인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가올바로설정되도
록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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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CC로그인 모드를선택합니다.

l 정확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용자 이름(멤버 ID)과 비밀번호를씁니
다.

l 적합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를선택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파
일이동기화될장소를결정합니다.

2. 컨트롤러에서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는탭포맷으로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정보를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아래표에나옵니다.

열 설명

폴더
이름

Trimble Connected Community와의 동기화에이용가능한컨트롤러폴더의이
름.

다음과 같은폴더이름이나옵니다.

l <username>

l System Files

l <username> 폴더의 하위프로젝트폴더

폴더이름옆에있는확인란은이폴더의동기화상태를나타냅니다. 자세한 사
항은제 5단계에나오는표를참고하십시오.

상태 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추가정보를제공합니다.

가능한 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

l 유휴, 전송할 파일이없거나동기화할폴더가선택되지않았습니다.

l x / y, 총 y개 파일 가운데 x개가 성공적으로전송되었습니다.

상태를 탭하면전송중인개별파일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 위/아래 방향화
살표는해당파일을보낼필요가있는지, 받을 필요가있는지나타냅니다. 위 방
향 화살표는그파일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보낼 필요가있음을,
아래 방향화살표는그파일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로부터 내려받을
필요가있음을나타냅니다.

어떤 파일을전송할것인지설정하고파일전송우선순위를정하거나모든파일
의우선순위를바꾸려면려면우선순위필드를탭합니다.

TCC
사이
트

파일을보내고받을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표의행색깔은전송프로세스의현재상태에대한추가정보를나타냅니다.

l 초록색은폴더가동기화되어있으며, 전송할 기타변경사항이없다는것을의미합
니다.

l 빨간색은하나또는그이상의파일을전송하는과정에어떤문제가발생했음을뜻
합니다.

3. 각 폴더의 확인란을필요한대로설정합니다. 보낼 파일이폴더에있으면해당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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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목록에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파일이사용자이름폴더에보내집니다. 각 확인
란은세가지상태가가능합니다.

상
태

동기화액션

폴더의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동기화됩니다.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중지하려면이확인란을누르십시오.

폴더의 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동기화되지않
습니다 .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시작하려면이확인란을누르십시오.

폴더의 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지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동기화되지않습니다 .

파일을 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재지정하려면이확인란
을누르십시오.

4. 데이터 전송속도를변경하려면 을누릅니다.

작업표시줄의정보알림은새파일이컨트롤러에전송되었음을표시합니다.

참조

l AccessSync 서비스는일단설정되면컨트롤러에서선택된프로젝트폴더의파일을
30초 간격으로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비교합니다. 그래서 컨
트롤러에없는파일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있거나컨트롤러의
파일이바뀔경우, 이 새 파일이전송됩니다.

l 특정폴더와하위폴더에대한파일충돌규칙(예: 컨트롤러에서파일버전관리나덮
어쓰기설정을정의)을 AccessSync 내에서 구성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컨트
롤러중복파일의처리방식참조

l 선택한시스템과프로젝트폴더의모든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로부터컨트롤러로전송됩니다.

l 인터넷연결이되지않을경우에는나중에접속이이루어질때파일이전송됩니다.

l 인터넷으로 GPS 보정도 이루어진다면이 GPS 보정이 파일업로드에우선합니다.

컨트롤러중복파일의처리방식

서버에서파일이여러차례업데이트될때 AccessSync가 그 파일의다른버전이이미컨
트롤러에있는지감지해자동으로다운로드를일시중지함으로써과다한파일이컨트롤러
에생성되는것을막습니다. 현장 사용자가최신업데이트를필요로하면다운로드를재개
할수있습니다. 최신 버전의파일은새버전임을나타내고자파일이름에숫자가붙습니
다.

중복 파일의다운로드를수동으로다시시작하려면:

1. AccessSync 화면에서그파일의상태열내부를누릅니다.

2. 해당 파일의우선순위열을클릭한뒤파일의우선순위(고. 중, 저)를 선택합니다. 우선
순위대로파일이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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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충돌에대한처리규칙을구성하려면다음을실행합니다.

1. AccessSync 화면에서규칙을적용할폴더의상태열내부를누릅니다.

2. 을 누릅니다.

3. 파일 충돌 옵션을정의합니다. 그러면 .fsoxml 파일이 생성되어, 파일 충돌옵션을정
의하고있는폴더에저장됩니다.

파라미터 비고

하위폴더에적
용

하위폴더에다운로드한파일에이들옵션을적용하려면이확인란
을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하위폴더에설정을적용한뒤그하위폴더에다른설
정을포함하는하위폴더에 .fsoxml을 만들 수있습니다. 하위 폴더
에서 .fsoxml의 이름이그하위폴더의이름과일치하는한, 그
.fsoxml의 설정은상위폴더에구성된설정에우선합니다.

파일 이름지정 옵션이적용될파일의이름을지정합니다. 설정 적용하기:

l 모든파일에적용하려면 *.*을 입력합니다.

l 어느한형식의모든파일, 예를 들어스타일파일에적용하려면
*.sty를 입력합니다.

l 특정파일에적용하려면그파일이름과확장자를입력합니다
(예: "control.csv").

화살표 버튼을써서지정파일의순서를변경합니다. "ctrl.csv"라는
이름의파일에대한구체적인규칙을만든뒤기타모든 .csv 파일의
규칙을만들수있도록더구체적인항목을먼저둡니다. 이를테면
"control.csv"를 "*.csv" 앞에 위치시킵니다.

충돌 관리기준 다운로드파일의버전관리를합니다. 선택 옵션:

l 새로다운로드한파일을현재컨트롤러에있는최고버전의기
존파일보다한단계더높은버전으로이름을바꾸려면새파일
버전관리를선택합니다. 이것은 어떤옵션도해당파일이름과
매치하지않을경우의기본옵션입니다.

l 오래된파일버전하나를그대로유지하려면기존파일버전관
리를선택합니다. 이미 존재하는옛버전은대체됩니다. 버전 번
호는이미존재할수있는 "새 버전" 파일과 구분하기위해항상
-2이 됩니다. 다운로드한파일의이름은바뀌지않고그대로유
지됩니다.

l 이전파일대체는옛파일을덮어써서이전내용을없앱니다. 기
존 버전의파일은무시됩니다. 이 옵션은조심해서사용하십시
오. 갑자기 변경되는파일로인해소프트웨어에혼란이초래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파일은덮어쓰이지않으며,
사용자가정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알림이나옵니다.

파일 다운로드
에대한알림

다운로드되었거나컨트롤러에이미있는파일이지만새로운버전
이나와있어다운로드할수있을경우그파일에대해어떻게알림
을표시할지결정합니다. 선택 옵션:

l 파일개수는직전알림이표시된이후다운로드했거나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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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비고

드할수있는파일수가나오는단일알림을표시합니다. 이것이
기본옵션입니다.

l 모든파일은다운로드했거나다운로드할수있는파일각각에
새알림을표시합니다. 알림에는해당파일의이름이포함됩니
다.

l 파일알림이나오지않게하려면없음을선택합니다.

새 파일 버전에
대한알림

4. 뒤로를 탭하면 AccessSync 화면으로돌아갑니다.

참조 -

l .fsoxml 파일은 서버에업로드되지않습니다.

l 파일을다운로드할때에는파일다운로드옵션과함께데이터파일이현장에보내질
수있도록항상 .fsoxml 파일에 최우선순위가주어집니다.

l 파일을다운로드할때 .fsoxml 파일 그 자체의충돌관리기준설정에도불구하고새
.fsoxml 파일이 항상동일한이름의기존 .fsoxml 파일을 대체합니다.

l 어떤디렉터리에복수의 .fsoxml 파일을 둘수는있지만동일한이름의파일에대한상
충되는옵션이다른 .fsoxml 파일에 나타나면어느옵션이사용될지예측불가능합니
다.

l AccessSync가 실행 중일때 .fsoxml 파일을 변경하면모든후속다운로드에서새옵
션이로드되어적용됩니다.

l 부정확한 .fsoxml 파일이 로드되면 AccessSync는 System Files 폴더의 Trimble
Access 로그 파일에메시지를출력하고계속진행합니다. 오류 여하에따라오류앞에
나온파일의일부항목이로드되어사용될수있습니다.

현장에서사무실로파일전송

AccessSync 서비스를이용하면외업컨트롤러에서인터넷으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프로젝트사이트로파일을전송할수있습니다.

1.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를시작합니다.

2. 컨트롤러에서 Trimble Access 인터넷 설정도구를이용해인터넷연결을설정합니다.

3.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에로그인합니다. AccessSync 서비스가올바로설정되도
록하기위해:

l TCC로그인 모드를선택합니다.

l 정확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용자 이름(멤버 ID)과 비밀번호를씁니
다.

l 적합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를선택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파
일이동기화될장소를결정합니다.

4. 컨트롤러에서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한뒤동기화할폴더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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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Sync 서비스는탭포맷으로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정보를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아래표에나옵니다.

열 설명

폴더
이름

Trimble Connected Community와의 동기화에이용가능한컨트롤러폴더의이
름.

다음과 같은폴더이름이나옵니다.

l <username>

l System Files

l <username> 폴더의 하위프로젝트폴더

폴더이름옆에있는확인란은이폴더의동기화상태를나타냅니다. 자세한 사
항은제 5단계에나오는표를참고하십시오.

상태 파일전송프로세스에관한추가정보를제공합니다.

가능한 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

l 유휴, 전송할 파일이없거나동기화할폴더가선택되지않았습니다.

l x / y, 총 y개 파일 가운데 x개가 성공적으로전송되었습니다.

상태를 탭하면전송중인개별파일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 위/아래 방향화
살표는해당파일을보낼필요가있는지, 받을 필요가있는지나타냅니다. 위 방
향 화살표는그파일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보낼 필요가있음을,
아래 방향화살표는그파일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로부터 내려받을
필요가있음을나타냅니다.

어떤 파일을전송할것인지설정하고파일전송우선순위를정하거나모든파일
의우선순위를바꾸려면려면우선순위필드를탭합니다.

TCC
사이
트

파일을보내고받을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

표의행색깔은전송프로세스의현재상태에대한추가정보를나타냅니다.

l 초록색은폴더가동기화되어있으며, 전송할 기타변경사항이없다는것을의미합
니다.

l 빨간색은하나또는그이상의파일을전송하는과정에어떤문제가발생했음을뜻
합니다.

5. 각 폴더의 확인란을필요한대로설정합니다. 보낼 파일이폴더에있으면해당폴더가
폴더목록에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파일이사용자이름폴더에보내집니다. 각 확인
란은세가지상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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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태

동기화액션

폴더의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동기화됩니다.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중지하려면이확인란을누르십시오.

폴더의 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동기화되지않
습니다 .

이들 파일의동기화를시작하려면이확인란을누르십시오.

폴더의 파일은현재의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지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동기화되지않습니다 .

파일을 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에재지정하려면이확인란
을누르십시오.

6. 데이터 전송속도를변경하려면 을누릅니다.

7. 파일 업로드크기의최대치를변경하려면 을탭합니다.

참조 – AccessSync는 8MB를 초과하는파일을보내지않게기본설정되어있습니다.
태블릿을사용하고있다면파일업로드크기의최대치를 256 MB로 변경할수있습니
다.

8. 이 사이트에파일이업로드되거나업데이트될때사용자들에게이메일로알리게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설정할수있습니다.

참조

l AccessSync 서비스는일단설정되면컨트롤러에서선택된프로젝트폴더의파일을
30초 간격으로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와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없는파일이컨트롤러에있거나그파일이서로다를경우, 컨트롤러로부터
변경내용을업로드합니다.

l 선택한프로젝트폴더의모든파일은컨트롤러로부터현재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로전송됩니다.

l 시스템파일폴더의 *.fxl, *.rtd, *.log 파일만 컨트롤러로부터 Trimble Connected
Community로 전송됩니다.

l 인터넷연결이되지않을경우에는나중에접속이이루어질때파일이전송됩니다.

l 인터넷으로 GPS 보정도 이루어진다면이 GPS 보정이 파일업로드에우선합니다.

l 사무실에서현장컨트롤러로보낼수있는데이터양은한도가없습니다.

l AccessSync 파일 전송기록에대해더자세한내용을보려면소프트키 '기록'을 누릅
니다.

l 테이블을정렬하려면열제목을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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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중연속적인데이터업데이트를할필요가없으면다음과같이파일전송프로세스를
최적화할수있습니다.

1. 외업 세션을시작할때:

a.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한뒤파일이든폴더의확인란 을선택해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로부터 다운로드가되게합니다.

b. 파일 동기화가완료되면 AccessSync 창에서 확인란 을선택해제하여연속파
일전송을중지합니다.

2. 외업 세션을끝낼때:

a.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한뒤외업데이터가든폴더의확인란 을선택해서
사무실로데이터를보냅니다.

팁 - AccessSync 서비스는 WiFi, 셀 모뎀,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테크놀로지연
결등어떤종류의인터넷접속이든관계없이파일을보낼수있습니다. 이용가능한대역폭
여하에따라동기화속도가차이를보입니다. 대체로 케이블 Windows Mobile Device
Center 테크놀로지접속이가장빠르고, WiFi 테크놀로지, 셀 모뎀이그뒤를잇습니다. 최
고의 전송속도를확보하기위해되도록케이블연결을이용하십시오.

외업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전환

AccessSync 서비스는사용자가로그인을할때컨트롤러에서선택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로파일을전송합니다. 이 사이트를바꾸려면다시로그인을해서적당
한사이트를선택하십시오.

1.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를시작합니다.

2. 컨트롤러에서 Trimble Access 인터넷 설정도구를이용해인터넷연결을설정합니다.

l 온라인로그인모드를선택합니다.

l 정확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용자 이름(멤버 ID)과 비밀번호를씁니
다.

l 적합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를선택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파
일이동기화될장소를결정합니다.

3. 컨트롤러에서 AccessSync 서비스를시작합니다.

4. 동기화 모드확인란 은파일이새사이트에지정되지않았음을나타냅니다. 이 확인
란을눌러프로젝트를현재사이트로재지정하십시오.

5. 동기화 모드확인란 을눌러새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사이트로파일을전
송하기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통지설정

특정사용자나이메일주소에이메일을보내새파일이나변경또는삭제된파일을알리도
록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파일스페이스뷰어' 기즈모를설정할수있습니다.

이것은 AccessSync 서비스를사용중인현장팀으로부터파일을기다리는사무실직원에
게특히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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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설정방법:

1. Trimble Access 프로젝트사이트로갑니다.

2. 언제 통지 이메일을받고싶은지결정합니다.

l 프로젝트내의어떤사용자든변경을할때; '파일스페이스뷰어' 기즈모에서최고
단계를선택합니다.

l 프로젝트의어떤개별사용자가변경을할때; '파일스페이스뷰어' 기즈모에서 <
사용자이름>폴더를선택합니다.

3. 통지 아이콘 을누릅니다.

4. '통지 추가'를 선택한뒤마법사의지시에따라새통지를만듭니다.

5. 1단계: 언제 통지이메일이발송되게할지정하는세부정보를입력합니다.

l 파일명패턴을입력합니다.

l 모든파일에대해서는 "*"을 입력합니다.

l 특정형식의모든파일에대해서는 *.<파일 확장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측량작업파일이도착할때통지를받으려면 "*.job"을 입력합니다.

l 특정파일에대해서는그파일이름과확장자를입력합니다(예:
"ProjectA.job").

l 특정기능을볼수없거나사용할수없으면그렇게할권한이없어서일지모릅니
다. 해당 사이트관리자에게문의해권한을얻으십시오.

l 폴더구조에있는모든파일이통지이메일을생성하도록하기위해 [또 이 폴더의
모든폴더에이것을적용]을 선택합니다.

6. '다음'을 누릅니다.

7. 2단계: 누구에게통지이메일를보낼지정하기위해수신자내역을입력합니다.

l '멤버 추가'는 사용자프로필에저장된이메일주소로써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의 어떤사용자에게이메일을보냅니다.

l '그룹 추가'는 개별 사용자프로필에저장된이메일주소로써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의 사전설정된사용자그룹에게이메일을보냅니다.

l '이메일 추가'는 이메일주소를입력할수있게합니다.

8. '다음'을 누릅니다.

9. 3단계: 제목줄과메시지기재란을입력해서통지이메일에어떤내용이들어가도록할
지정합니다. 일부 변수를입력해서파일에관한특정내역이자동생성되게할수있습
니다.

l "%filename%"은 변경 파일의이름으로대체됩니다.

l "%folder%"는 그 파일이든폴더로대체됩니다.

l "%contents%"는 그 파일의콘텐츠로대체됩니다.

l "%link%"는 그 파일의링크로대체됩니다.

10. '종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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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l 는해당폴더가통지설정이이루어졌음을나타냅니다.

l 수신자는자신의스팸필터를업데이트해서 notifications@myconnectedsite.com으
로부터오는이메일이걸러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l 특정폴더에대해복수통지설정을할수있습니다.

l 통지이메일의세부내용을편집하려면통지설정이이루어진폴더를하이라이트하고

을선택한뒤관련통지에서 '편집'이나 '삭제'를 선택합니다.

내업용컴퓨터로부터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데이터관리하기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저장된파일은다음방식으로액세스할수있습니다.

l 웹브라우저를이용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l Trimble Business Center

사용자 컴퓨터의 '내 컴퓨터'나 Windows 탐색기 영역에서 TCC탐색기를이용해도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 저장된파일을액세스할수있습니다.

참조 -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로부터데이터를가져오려면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
어가설치된사무실컴퓨터에서설치관리자로부터 Office Updates 를 설치하십시오.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통해직접데이터관리하기

Trimble Connected Community는 Trimble이 호스트를하며, 다음과 같은웹브라우저로쉽
게이용할수있습니다.

l Internet Explorer 버전 7.0 이상

l Mozilla Firefox 버전 3.0 이상

l Safari 버전 3.1.2 이상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액세스하려면 http://mytrimbleaccess.com로 갑니다.
등록 시점에부여받은아이디, 조직, 비밀번호로로그인을하면이용할수있습니다.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이 없거나, 로그인할필요없이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통해 전달되는무료서비스의하나를신속히액세스하고자하면로그인페
이지(http://mytrimbleaccess.com)에서 '측량 도구'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작업 파일을열려면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에서 .job 파일이나 .jxl 파일을 찾아
더블클릭합니다. 연결 프로그램을선택한뒤찾아보기를클릭하고해당소프트웨어를선
택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시작해서선택파일을엽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파일을선택한뒤선택한파일다운로드 를클릭합니다. 파일을
컴퓨터에저장한뒤적합한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어로파일을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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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파일을내려받으려면 을선택해서어떤 FTP 실행 파일을내려받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실행해서브라우저창을연뒤필요한여러파일을. 국지적으로복사해넣을수있
습니다. 해당되는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어로이들파일을엽니다.

Trimble Business Center 소프트웨어내에서데이터관리하기

웹브라우저로액세스하는동일한서비스를 Trimble Business Center를 통해서도액세스
할수있습니다.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를 액세스하기 :

1. 리본 사용자인터페이스를써서 '파일'에 이어 'TCC'를 클릭합니다. Trimble Access
Services 옵션을 선택합니다.

2. 무료 서비스를선택하려면왼쪽패널의해당버튼을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제목
표시줄의드롭다운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본
인 증명정보를입력한뒤더많은서비스를활성화합니다.

매번 이용할때마다 Trimble Access Services에 로그인해야하는번거로움을피하려면항
상동일한본인증명정보를사용하도록 Trimble Business Center를 설정하면됩니다. 방
법:

1.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파일'에 이어 '옵션'을 클릭합니다. General 폴더 아
래에서 '외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2. 아이디와 조직, 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Trimble Access Services의 배열은웹브라
우저를통해서비스에액세스하는것과기본적으로똑같습니다.

참조 – Trimble Connected Community에서 Trimble Business Center로 직접 파일을가져
오려면 ‘원격 파일열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Trimble Business Center 도움말 참
조

TCC탐색기로써데이터관리하기

탐색기는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조직 파일및폴더구조를사용자컴퓨터의 '내
컴퓨터'와 Windows 탐색기 영역에나오게하는 Microsoft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운영체제용플러그인입니다. TCC탐색기는사용자가 Windows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파일과폴더를관리할수있게함으로써 Trimble Connected Community를 통한
찾아보기기능을현저하게향상시킵니다.

TCC탐색기를이용해로컬컴퓨터의특정폴더와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특정
파일공간/폴더를 자동으로상호동기화할수있습니다. TCC탐색기는최대 10쌍의 폴더를
동기화할수있습니다.

TCC탐색기는 Trimble Installation Manager으로 설치할수있습니다.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탐색기와동기화할폴더설정하기:

1. Windows 탐색기에서데이터를동기화할대상폴더를선택합니다.

2. 그 폴더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해 TCC탐색기를선택한뒤다음중하나를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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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양방향 동기화: 폴더와 TCC파일공간' - 이 폴더와 TCC의 해당파일공간이서로
거울처럼똑같이됩니다. 즉, TCC로부터 로컬폴더로파일이복사되고, 로컬 폴더
로부터 TCC로 다시파일이복사됩니다.

l '단방향 동기화: TCC에서 로컬로만' : 이 옵션은 로컬파일을 TCC파일공간으로
다시복사하지않습니다.

3. 그 파일공간또는동기화하고자하는파일공간내의폴더를선택합니다.

4. '파일공간 쪽으로동기화'를 클릭합니다.

Trimble 내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이옵션을선택해파일을열거나가져온뒤 TCC탐색기
내에서파일을찾아갑니다.

Windows 탐색기에서 TCC탐색기로간뒤가져올파일을선택합니다. 이 파일들을드래그
해내업용소프트웨어에끌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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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변환

옛버전의 Trimble Access파일을최신버전으로변
환하기

다음방식으로 Trimble Access 소프트웨어제품군내에서옛작업파일(*.job)과 측량 스
타일파일(*.sty)을 변환할 수있습니다.

l 파일자동변환

l 파일수동변환

l 업그레이드시파일변환

자세한사항은 Trimble Installation Manager 도움말 참조

파일자동변환

AccessSync 서비스로써사무실에서현장컨트롤러로파일을전송할때일부파일형식은
외업컨트롤러에필요한버전으로자동변환될수있습니다. 유효한 AccessSync 라이센스
가있어야만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파일 자동변환은 '막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Trimble
Connected Community 프로젝트사이트내에서해당폴더로의변환을필요로하는파일을
복사해서 AccessSync 서비스로현장으로보내기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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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파일형식은전송도중변활될수있습니다.

파일 형식 파일확
장자

변환전버전

다음애플리케이션에서쓰이는 Trimble
Access 작업 파일:

l 일반측량

l 도로

l 터널

l 광산

l Pipelines

*.job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0.0 이
상

Trimble Access 템플리트파일 *.jot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5.0 이
상

Trimble Access 측량 스타일파일 *.sty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0.0 이
상

Trimble Survey Controller 작업 파일 *.job Trimble Survey Controller 소프트웨
어, 버전 11.00 이상

Trimble Survey Controller 측량 스타일
파일

*.sty Trimble Survey Controller 소프트웨
어, 버전 11.00 이상

미지원버전이현장으로전송되는경우나파일변환에실패하는경우(예: 작업 훼손시)에
는 원래파일이변환없이전송됩니다. 미변환 작업을열려고하면지원되지않는버전이라
는오류메시지가나옵니다.

참조

l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4.0 이상이 외업용컨트롤러에서실행중일때에만파
일이변환됩니다.

l 파일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의 To the Field 폴더나 하위폴더또는 To All
Users 폴더나 하위폴더에있을때변환될수있습니다.

파일수동변환

파일수동변환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에서 호스트되는자유이용서비스입
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작업파일이나측량스타일파일을 Trimble 호스트 서버로업로드
해서변환희망버전을선택한뒤이파일을로컬 PC에 저장하거나바로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에 저장하여현장으로전송할수있습니다. 다음 표는아무최
신버전으로나변환가능한파일형식의리스트이지만이서비스를이용해작업을이전버
전으로되돌릴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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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파일확
장자

변환전버전

다음애플리케이션에서쓰이는 Trimble
Access 작업 파일:

l 일반측량

l 도로

l 터널

l 광산

*.job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0.0 이
상

Trimble Access 템플리트파일 *.jot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5.0 이
상

Trimble Access 측량 스타일파일 *.sty Trimble Access 시스템, 버전 1.0.0 이
상

Trimble Survey Controller 작업 파일 *.job Trimble Survey Controller 소프트웨
어, 버전 11.00 이상

Trimble Survey Controller 측량 스타일
파일

*.sty Trimble Survey Controller 소프트웨
어, 버전 11.00 이상

파일수동변환

파일수동변환서비스이용:

1. 수동 '파일 변환' 서비스로갑니다.

l http://mytrimbleaccess.com에서 Survey Tools 영역으로 갑니다. 이 영역은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이 있고없고에관계없이액세스할수있습니
다. TCC조직이 있으면로그인해부가도구를이용할수있습니다.

l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1. '파일', TCC로 가 'Trimble Access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제목표시줄에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사이트 관리자로부터받은본인증명정
보를입력해로그인합니다.

3. 을 클릭합니다.

참조 -매번 로그인할때마다 Trimble Access Services 본인 증명정보를입력할
필요가없도록 Trimble Business Center 내에서 이것을정의해둘수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Trimble Business Center를 통해 서비스액세스하기참조

2.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든폴더위치를찾아가파일을선택하고 '열기'를 클
릭합니다. 한 번에 작업파일이나측량스타일파일중어느하나만선택할수있지둘
다선택하지는못합니다. 변환하고자하는모든파일을추가한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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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환 희망 버전을선택합니다. 목록에서가장높은버전보다더최신버전만표시됩니
다. 목록에 여러파일이있더라도변환버전은하나만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을 클
릭하면해당파일이 Trimble 호스트 서버에업로드되어선택버전으로변환됩니다.

4. 변환 결과가표시됩니다. 성공적으로변환된모든파일이목록에하이퍼링크로나옵니
다.

l 이파일들을사용자의 PC에 저장하려면각하이퍼링크를클릭하고저장위치를
선택합니다.

l Trimble Connected Community 조직에 로그인한상태라면이파일들을 Trimble
Connected Community 내의 Trimble Access 프로젝트사이트에저장할수도있
습니다.

a. Save to my Trimble Connected Community file space 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b. 액세스 가능한 Trimble Access 프로젝트사이트의리스트가표시됩니다. 파
일들을저장해둘사이트를선택합니다.

c. 파일들을 저장해둘폴더를선택합니다. AccessSync를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파일을보내고자하면 을클릭해 <username> 폴더를 확장한뒤 To the
Field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프로젝트의모든사용자에게보내려면 To
All Users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파일 저장 결과가표시됩니다. '종료'를 클릭해마법사의처음으로되돌아가파일을더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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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예보

GNSS 예보 서비스는특정위치에서위성가용여부와전리층상태를토대로 GNSS 측량
작업의적합성을예보하는데이용하는플래닝도구입니다.

이것은 선택한위성시스템의위성가용성정보를제공합니다.

GNSS예보서비스에의한위성가용성계산

1. 컨트롤러에서 Trimble Access 인터넷 설정도구를이용해인터넷연결설정을합니
다.

2. Trimble Access 메뉴에서 GNSS 예보 애플리케이션을시작합니다.

3. '설정'을 누릅니다.

4. 필요한 내역을설정합니다.

l 일시를입력합니다.

l 사용자위치의위도와경도를입력합니다.

팁 - GNSS 수신기에서도출된현재의단독측위위치로써위도필드와경도필드
가자동입력되게하려면 '여기'를 누릅니다.

l 원하는데이터예보간격(시간)을 선택합니다.

l 임계앙각을입력합니다.

5. '다음'을 누릅니다.

6. 추적할 위성시스템을선택합니다.

7. '종료'를 누릅니다.

GNSS 예보 서비스가 Trimble 호스트 서버에접촉해정보를계산합니다. 각 간격에대
한위성수와전리층상태의예보가이루어지며이정보를요약해측량작업을위한위
성조건의적합성이표시됩니다.

좋은 조건

어려운조건

나쁜조건

'GNSS 예보' 상태표시바에는데이터상태와인터넷연결여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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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Trimble GNSS 장비의 성능은전리층상태에따라달라집니다. 태양폭발때문에지
구의전리층상태는변합니다. 활발한 전리층활동때문에 Trimble의 GNSS 솔루션에대한
컨버전스시간이늦어질수있고, 극단적인경우에는위치계산이불가능해질수있습니다.
이온 인덱스의범위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GNSS 측정이 영향을받을가능
성이많아집니다. GNSS 예보 서비스는이값의의미가무엇인지아는데도움이될것입니
다. 너무 크면가시위성의수가충분하더라도노란아이콘이나빨간아이콘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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