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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CLOUD GNSS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

TOPCLOUD GNSS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마켓인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그림과 같이 구글플레이에서 [topcloud]를 검색합니다.

  

2. 그림과 같이 [탑클라우드(TOPCLOUD) v4]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3.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누르거나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선택하여 실행 합니

다.

4. 시리얼 번호는 (주)한국톱콘에서 발행합니다. (주)한국톱콘에 연락하여 발급받기 바랍

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실행시 항상 시리얼번호 등록창이 나타납니다. 뒤로가기 

버튼으로 빠져나가거나 시리얼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인증 적용버튼을 눌러 인증합니

다.

※ 본 프로그램은 설치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번호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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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으로 2개의 JOB과 각 JOB별로 30점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 

메인 메뉴 상단에 다음 그림과 같이 DEMO표시가 나타나고 잡수와 측점 가능 점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인증을 해제하거나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시리얼 번호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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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정 

 TOPCLOUD 계정 및 암호 입력과 기타 장비 설정을 위한 메뉴입니다. 한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 - 환경설정>

1.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2. 환경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항목을 입력하고 Cloud 서버 사용 항목을 체크한 다음 적용 항

목을 누릅니다.

4. 단위 및 표시 형식은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환경설정에서 

변경 바랍니다.

<설정 - 수신기 설정>

  1. 수신기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2. GPS 종류 항목을 누릅니다.

  3. 연결할 GPS 종류를 선택합니다.

계정은 홈페이지에서 

가입바랍니다.

topcloud.top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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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CLOUD GNSS 프로그램은 타사 장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Sokkia : GRX1 -> Hiper2로 선택

            GRX2 -> HiperV로 선택

            GSX2 -> HiperSR로 선택

※ 주의 : Trimble 수신기의 경우 외장 블루투스 장치를 장착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별

도의 프로그램으로 수신기의 설정을 변경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은 부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중국산 수신기의 경우 APP 인증시 인증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톱콘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South(중국산) : South로 선택

 - Kolida(중국산) : Kolida로 선택

※ 타사 장비를 사용시에는 안테나 옵셋(안테나 밑바닥에서 페이즈 센터까지의 높이) 

   이 10c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측정시 안테나 높이 항목에서 해당 장비

   맞게 값을 조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4. 사용 용도에 맞게 각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적용 항목을 누릅니다.

    ※ 성과심사를 받기 위한 공공측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기 바랍니다.

        ① 횟수(EPOCH) : 5(현황측량)

                         10(기준점측량)

        ② PDOP : 3.0

        ③ RMS_H : 0.05

        ④ RMS_V : 0.1

        ⑤ Elevation Mask : 15

        ⑥ 솔루션 : FIXED 이상

    

<설정 - 좌표계 설정>

1. 좌표계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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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측지계 좌표의 경우 그림과 같이 지역에 맞게 설정한 다음 [적용] 또는 [다음]버

튼을 누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F.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을 참고하

기 바랍니다.

    

서부 : 경도 126의 왼쪽 지역

중부 : 경도 126도 ~ 128도 사이

동부 : 경도 128도 ~ 131도 사이

동해 : 경도 131도의 오른쪽 지역

    ※ 접경 지역에서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좌표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설정 - Network RTK 설정>

1. RTK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2. NetworkRTK 설정항목을 누릅니다.

3. 국토지리정보원의 VRS 서비스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 마운트점 다운로드 항목을 누

릅니다. 마운트점 다운로드에서 VRS-RTCM31 로 선택하세요.

4, 마운트점이 그림과 같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적용 항목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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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VRS 서비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토지리

정보원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

입되어 있으면 로그인 한 다음 패밀리사이트 항목의 GNSS기준점서비스 창을 열어서 

VRS 서비스 아이디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설정 - 장비연결>

1. GNSS 수신기의 전원을 켜고 장비연결 항목을 누릅니다.

2. 휴대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

니다. 블루투스 항목을 누릅니다.

3. 블루투스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켭니다.

4. 검색 항목을 누릅니다.

5. 검색된 GNSS 수신기 항목을 누릅니다.

6. HiPer II, HiPer V 수신기의 경우 0000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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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er SR 수신기의 경우 PC의 TR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PIN 항목을 

0000로 설정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 Topcon 이외의 제품은 PIN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7. GNSS 수신기가 등록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의 뒤로 가기 버

튼을 누릅니다.

8. 새로고침 항목을 누릅니다.

9. 장비목록에서 연결할 GNSS 수신기를 선택한 다음 연결 항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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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ob 만들기

새로운 Job을 만들거나 클라우드 서버에서 생성된 Job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신규 추가>

1. Job 항목을 누릅니다.

2. 추가 항목을 누릅니다.

3. Job명을 입력하고 코드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저장 항목을 누릅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Job 가져오기>

1. 클라우드 서버에서 Job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2.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모든 Job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전체 갱신을 선택하고 새

롭게 등록된 Job만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신규만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3. 원하는 Job을 선택하고 열기 항목을 누릅니다.

WEB에 등록된 JOB 전체 다운로드

APP에 없는 JOB 다운로드

최근 일주일안에 만든 JO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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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통신상태불량)인 상태에서 JOB을 생성할 경우 그림과 같이 빨간색 바가 표

시되고 온라인(정상적인 통신) 상태에서 JOB을 생성할 경우 녹색으로 표시 됩니다.

 

 JOB의 상태가 빨간색일 경우 측량한 성과가 WEB으로 전송이 안되오니 JOB선택-편집

으로 가시면 업로드 메뉴로 WEB 서버로 전송 가능합니다.

JOB 전송안된 상태

서버사용 활성화 안된 상태

※설정-환경설정에서 ID, 비밀번호

서버연동 체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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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편집

 클라우드 서버에서 코드, 라인, 도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메뉴입니다. 또한 기

지점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자가 휴대폰에서 임의로 입력할 수 있습

니다.

<편집 - 코드>

1. 편집 항목을 누릅니다.

2. 코드 항목을 누릅니다.

3.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4. 코드 그룹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5.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6. 다운로드 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JOB-JOB선택후 편집으로 가서 원하는 코드그

룹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새로운 코드를 다운로드 하여 현재의 Job에 적용하려면 Job 메뉴에서 편집 항목을 

누른 다음 코드그룹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코드 그룹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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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가 직접 코드작성 시 추가 버튼을 눌러 원하는 그룹과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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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기지점>

1. 기지점을 입력하기 위해서 기지점 항목을 누릅니다.

2. 휴대폰에서 임의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신규 항목을 누르고 그룹명과 좌표를 입력합니

다. (타원체고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4.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topcloud.topcon.co.kr   TOPCLOUD GNSS version 4.x 사용 설명서   (주)한국톱콘 15

<편집 – 라인>

 시점과 종점으로 구성된 임의의 선상에 있는 점들을 측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선

은 휴대폰 앱(TOPCLOUD GNSS)에서 제원을 입력하거나 TOPCLOUD 홈페이지에서 등록

한 선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라이브러리 항목을 누릅니다.

2. 라인 항목을 누릅니다.

3. TOPCLOUD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측선을 다운로드 받기위해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 휴대폰에서 측선 정보를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신규 항목을 누릅니다.

4. 다운로드 할 항목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5. 라인목록에서 해당 측선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6. 만약 라인정보를 수정하려면 수정한 후 저장 항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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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노선>

1. 클라우드 서버에서 노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노선 항목을 누릅니다.

2.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3. 다운로드 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5.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노선 제원을 

보려면 해당 도로 항목을 누릅니다.

6. 휴대폰의 뒤로 가기 버튼을 두 번 눌러서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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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DXF>

휴대폰에 DXF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휴대폰을 PC와 연결하여 휴대폰 메모리의 TopCloud_GNSS/Reference 폴더에      

      DXF 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

 2) 클라우드 서버에서 DXF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방법

1.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된 DXF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 DXF 파일은 10MB 미만의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다운로드 할 DXF 파일을 선택합니다.

3.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4. DXF 파일을 선택한 후 DXF 표시않음 항목을 누릅니다.

5. 확인 항목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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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측정

 GNSS 수신기와 연결하여 측정하기 위한 메뉴로 현황측량, 라인측량, 횡단측량, 연속측

정 메뉴가 있습니다.

<측정 - 현황측량>

1. 측정 항목을 누릅니다.

2. 현황측량 항목을 누릅니다.

3. GNSS 수신기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위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우측 상단의 아이콘 중 끝부분이  처럼 나타나면 국토지리정보원 서버에 접속되

지 않은 상태이니 설정 화면의 NetworkRTK 설정 메뉴에서 아이디 및 마운트 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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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점명 입력항목을 누른 후 점명을 입력합니다.

5.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코드 입력 항목을 두 번 누릅니다.

6. 그림과 같이 가운데 항목을 누르면 코드 소그룹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코드버튼 1회터치 -> 코드 선택창

   코드버튼 2회터치 -> 사용자코드 입력창

   

<코드 선택창>

    

<사용자코드 입력창>

7. 해당 소그룹을 선택합니다.

8. 해당 코드를 누릅니다.

9. 안테나고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폴의 기포를 맞춘 다음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다음 점으로 이동합니다.

상태 정밀도 설명

수m - 수십m

1. VRS보정신호를 받지 못한상태

2. 보정신호는 받으나 수신상태불량(높은건물 

   주위, 나무등으로 수신이 어려운상태)

50cm - 1m

1. VRS 보정신호는 들어오지만 주위환경이 

   좋지 못한상태

2. 수신기의 초기화가 덜된 상태(기다리면 해결)

수평 : 3cm

수직 : 5-10cm
측량을 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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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같은 코드, 동일 스트링 끼리 결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 만약 현재 코드의 결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스트링코드의 결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NEW 항목을 누릅니다.

12. 새로운 결선을 시작하려면 그림과 같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3. 사용자 결선 기능 및 각종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

면 메뉴가 변하며 아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 선택, 점속성보기

 스포이드, 선택점의 속성 가져오기

 그리기 기능, 사용자가 두점이상의 점들을 결선하는 기능

 결선된 선 지우기(삭제) 기능

 줄자기능, 1점선택(좌표, 방위각) 2점선택(수평/사거리, 방위각) 3점선택(둘레,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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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라인 측량>

 시점과 종점으로 구성된 임의의 선상에서 측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메인메뉴에서 측정 항목을 누릅니다.

2. 라인측량 항목을 누릅니다.

3. 라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누릅니다.

4. 우측 하단의 정보를 보면서 선으로 이동합니다.

5. 선상의 임의의 점을 측정하기 위해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6. 선상의 다른 임의의 점으로 이동하여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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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횡단 측량>

1. 측정 항목을 누릅니다.

2. 횡단측량 항목을 누릅니다.

3. 노선 항목에서 원하는 노선를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도로제원은 WEB에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4. 횡단측량을 하기 위한 체인을 선택한 후 이동 정보를 확인하면서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

다. 

5.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6. 다음 점으로 이동한 후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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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연속측정>

 연속측정 모드는 설정되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이동 물체

에 부착하여 1초 간격으로 자동 저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측정 항목을 누릅니다.

2. 연속측정 항목을 누릅니다.

3.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동하면 1초 간격으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저장을 종료하기 위해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5. 저장시간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점속성설정으로 들어가서 “연속 측점 간격”을 변경

합니다.(현재 1초간격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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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기준점 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3급, 4급 기준점 측량을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장비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측정 항목을 누른 다음 기준점측량 항목을 누릅니다.

2. 측정하고자 하는 점으로 이동하여 측점명을 입력하고 폴의 기포를 맞춘 다음 저장 항목

을 누릅니다.

3. 다음 점으로 이동하여 앞선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4. 이전에 측정한 기준점을 추가 측정할 경우(같은 점에 대해서 세션이 다른 경우)에는 기

준점명을 그점과 같이 하거나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5.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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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은 GPS 좌표(WGS-84)를 지역좌표(평면좌표)에 맞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지역 전체를 포함하도록 수평 기지점이 

최소 3점, 수직 기지점이 최소 4점이 있어야 합니다. 수평 기지점이 최소 3점이 필요한 

이유는 수평 기지점들의 WGS-84 좌표와 이 점들의 지역 좌표를 매치시켰을 때의 수평 

잔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기지점이 최소 4점이 필요한 이유는 수

직 기지점들의 WGS-84 타원체고와 이 기준점들의 표고를 매치시켰을 때의 수직 잔차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잔차가 크다는 것은 WGS-84와 지역 좌표간의 위치가 기

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지역좌표의 값이 잘못되어 있을 수

가 있으며 WGS-84 좌표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차가 클 경우에

는 기존 지역좌표가 잘못된 좌표일 수 있으니 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평 3, 수직4>

   ◈ 일반적으로 최소 필요조건인 수평 3, 수직 4개의   

    기지점을 이용할 때의 구성도입니다. 수평, 수직   

    기지점의 잔차가 클 경우 이 점을 제거하면 잔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평 4, 수직4>

   ◈ 수평 4, 수직 4개의 기지점을 이용할 때의 구성도  

   입니다. 수평 기지점의 잔차가 클 경우에는 이 중   

   제일 큰 점을 제거합니다. 수직 기지점의 잔차가 클  

   경우 이 점을 제거하면 잔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평 4, 수직5>

   ◈ 수평 4, 수직 5개의 기지점을 이용할 때의 구성도  

   입니다. 수평 기지점의 잔차가 클 경우에는 이 중   

   제일 큰 점을 제거합니다. 수직 기지점의 잔차가 클  

   경우에는 이 중 제일 큰 점을 제거합니다.

     잔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구성도가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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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기지점의 WGS-84 좌표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기지점의 

지역좌표(평면좌표)는 휴대폰에서 입력하고 WGS-84 좌표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

법(현장 측정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용합니다.

<공공측량 기준점 측량 이용>

 이 과정은 공공측량의 기준점 측량 3급, 4급 성과심사를 받기 위한 측량시의 로컬라이제이

션 방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준점 측량 데이터와 기지점의 좌표가 TOPCOUD 홈페이지

에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 과정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1. 라이브러리 항목을 누릅니다.

2. 기지점 항목을 누릅니다.

3. TOPCLOUD Web에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4. 기지점 그룹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항목을 누릅니다.

※ TOPCLOUD Web에서 입력한 기지점 그룹과 기준점을 등록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5.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휴대폰의 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7. 좌표계 설정 항목을 누릅니다.



topcloud.topcon.co.kr   TOPCLOUD GNSS version 4.x 사용 설명서   (주)한국톱콘 28

8. 로컬라이제이션 항목을 누릅니다.

9. 생성 항목을 누릅니다.

10. 평면좌표변환 항목을 누릅니다.

11. 평면좌표변환 이름을 입력한 후 적용 항목을 누릅니다.

12. 추가 항목을 누릅니다.

13. 기지점 그룹 항목을 누릅니다.

14. 평면좌표로만 등록되어 있는 기지점 그룹을 선택합니다.

15. l1을 누릅니다.

16. 기준점 측량을 하여 기준점으로 등록한 점(p1)을 선택합니다.

17. 휴대폰의 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18. 12-17을 반복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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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오이드 이용>

 사용자 지오이드 이용 항목은 일반 현황측량 이용시에만 이용하기 바랍니다.

1. 지오이드 타입 항목을 누릅니다.

2. 사용자 지오이드 생성 항목을 누릅니다.

3. 사용자지오이드 항목을 누릅니다.

4. 사용자지오이드 이름을 입력한 후 적용 항목을 누릅니다.

5. 추가 항목을 누릅니다.

6. 기지점 그룹 항목을 누릅니다.

7. 측정된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등록한 그룹을 선택합니다.

8. CP1을 누릅니다.

9. 기준점 측량을 하여 기준점으로 등록한 점(W1)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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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대폰의 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11. 상기의 방법으로 3점 이상을 등록합니다. 뒤로가기 버튼은 이용하여 설정을 완료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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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측설

 

<측설 – 좌표측설>

1. 측설 항목을 누릅니다.

2. 좌표측설 항목을 누릅니다.

3. 기지점그룹에서 측설점이 등록되어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 기지점 목록에서 측설할 점을 

선택합니다.

4. 방향 표시 및 이동 방향 정보를 보면서 이동합니다.

5. 찾을 점과 1m 이내로 근접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궤적 화면이 나타납니다.

6. 우측 하단 이동 방향 정보를 보면서 원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의 정 중앙이 측설점 

위치입니다.

7. 목표점에 도달 한 후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측설방향 유도 1m 이내 창 30cm 이내 창 3cm 이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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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설 – 노선측설>

1. 측설 항목을 누릅니다.

2. 노선측설 항목을 누릅니다.

3. 노선 항목에서 원하는 노선를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측설하고자 하는 체인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5. 이동 방향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동합니다. 측설한 점을 저장하려면 점명 및 코드를 입력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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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설하고자 하는 지점을 변경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누릅니다. 좌측, 중심, 우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체인을 선택한 후 이동합니다. 점명 및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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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표시설정 옵션

“자동 타겟 설점 범위“란 측설, 측선, 노선에서 설정된 범위에 위치한 대상을 목표물로 설

정하는 기능으로 리스트가 길어 일일이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