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ca Captivate
Be Captivated

Leica Captivate
데이터를 눈으로만 확인하지말고, 직접
경험하십시오
쉽고 간편한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신뢰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사용자가 필요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eica Captivate는 라이카 Nova와 Viva 측정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친숙한 어플 및 터치 테크놀러지를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도 간단하게 측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능률적인 작업 관리를 통한 성과

현장과 사무실의 데이터 전송

원클릭으로 시작되는 고객 지원

라이카 Nova와 Viva 시스템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라이카 Captivate를 적용하여
세계 최초 자가 학습형 토탈스테이션를
출시하였으며 3D GNSS 데이터를
구현하였습니다. 라이카 Cativate는 Nova
스캐닝 기술을 적용하여 측정점, 3D
모델,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합니다.

라이카 Captivate로 현장에서 모델 데이터
생성 후 라이카 Infinity로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할한 데이터 전송은
프로젝트의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합니다.
라이카 Captivate와 Infinity를 사용하면
작업의 편리성이 증대됩니다.

Active Customer Care (ACC:액티브 고객
지원)을 사용하여 전세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른 작업 처리를 지원합니다.

견고성을 입증받은 디자인
높은 보호 등급 IP68
Red Dot 어워드 :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 Honourable Mention으로 선정
확장팩으로 차후에 사용 할 모듈 추가 가능
높은 화면 해상도
5“ WVGA 컬러 터치 스크린
강력한 프로세서 성능
OMAP4430 1GHz Dual-core ARM® Cortex™-A9
프로세서
Integrated POWERVR™ SGX540 graphics accelerator
통합 주변 장치
장거리 라디오 및 안테나 내장
로보틱 토탈 스테이션 제어
DISTO™ 장착
3.75 G 모뎀, WLAN, Bluetooth®
5MP 카메라와 플래쉬
나침반, 경사계, 가속도계
우수한 3D 뷰어 기능
화면 확대/축소, 이동, 회전 기능
라이브 스트림 비디오 오버레이 (이미지 토탈
스테이션)
데이터 호환성
간편하고 일관성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훌륭한 디자인
스마트 터치로 작업 및 어플 선택
홈 화면 변경 가능
전환 애니메이션

넓은 화면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데이터 처리 가능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10.1” 타블렛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슬림하고 견고한 라이카 CS35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의
현장에서 편리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합니다.

라이카 Captivate는 고정밀 측정장비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터치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Be Captivated.
지난 200년간 측량의 혁신을 이끌어온 라이카 지오시스템즈는 전세계 전문가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안전 및 보안, 건설,
제조 분야와 같은 복잡한 분야에서도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솔루션으로 알려진
라이카 지오시스템즈의 지리 공간 정보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지원받으십시오.
정밀하고 정확한 장비, 정교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라이카
지오시스템즈는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제공합니다.
Hexagon (Nasdaq Stockholm: HEXA B; hexagon.com)의 계열사인 Leica
Geosystems는 지리 공간과 응용 측량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림, 설명, 기술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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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Infinity
The bridge between
field an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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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교육자료 다운로드:
http://www.leica-geosystems.com/captivate-ho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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