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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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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안전 개념
처음 Emspira 3 사용 전에 Emspira 3에 
포함된 ‘안전 개념’ 소책자를 읽으십시오. 
이 소책자에는 추가 취급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척

 O 적합하지 않은 세척제, 화학물질 또는 
방법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O 화학물질을 사용해 착색된 표면이나 
고무 부품이 있는 부속품을 닦지 마십
시오. 그러면 표면이 손상되고 샘플이 
마모된 입자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O Leica Microsystems로부터 교육을 받
은 서비스 기사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Leica Microsystems 
예비 부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책임Emspira 3

 O 교육을 받은 허가된 인력만 Emspira 3
의 작동, 유지보수, 수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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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정보

관련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와 업데이트는 웹사이트
(www.leica-microsystems.com)에서 다운
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Emspira 3 시스템의 특
수 기능을 설명하고 작동 안전, 유지보수, 
부속품에 대한 중요 지침을 포함합니다. 

독립형 모드의 OSD(On-Screen Display)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 스크린 디스플
레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개념’ 소책자에는 Emspira 3, 부속
품, 전기 부속품의 서비스 작업, 요구 사
항, 취급에 관한 추가 안전 정보와 일반 
안전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시스템 품목을 외부 공급업체의 품목 
(예: 냉광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해당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
명서와 안전 주의사항을 읽고 숙지하십
시오.

Emspira 3 및 부속품을 설치, 작동 또는 
사용하기 전에 위에 나열된 사용 설명서
를 읽으십시오. 특히 모든 안전 주의사항
을 따르십시오.

사용자는 Emspira 3을(를)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지침과 경고를 준
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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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경고! 안전 위험!

이 기호는 반드시 읽고 준수해
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나
타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부상
 O Emspira 3 고장 및 손상.

위험 전압 경고

이 기호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
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부상
 O Emspira 3 고장 및 손상.

현미경 고장 및 손상

이 기호는 전구와 같은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을 것을 경고합
니다.

중요 정보

이 기호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
요가 있는 추가 정보나 설명을 
나타냅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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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설명

 O 개별 모듈은 Emspira 3 시스템 관찰 
및 문서 기록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용도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용도를 벗어난 사용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수술(예: 눈 수술) 시 Emspira 3 또는 그 
구성품은 의도된 용도가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디지털 현미경
과 부속품은 안전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Leica 계열사 책임
자는 Emspira 3을(를) 변경, 수정 또는 이 
사용 설명서의 범위를 벗어난 Leica 정품
이 아닌 구성품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Emspira 3에 대한 무단 변경 또는 부적절
한 사용은 보증 청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효로 합니다.

사용 장소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O 전기 구성품은 벽과 가연성 물질로부

터 최소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해야 합니다.

 O 큰 폭의 온도 변화, 직사광선 및 진
동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조건은 측정
값* 및 현미경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
습니다.

 O 따뜻하고 무더운 기후에서는 각 구성
품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히 주의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와 정확도는 사용된 대물렌즈, 
줌, 현미경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자의 책임Emspira 3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O 교육을 받은 허가된 인력만 Emspira 3 
시스템과 부속품의 작동, 유지보수, 수
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 모든 사용자는 본 사용 설명서, 특히 
안전 규정을 읽고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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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계속)

수리, 서비스 작업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O 정식 Leica Microsystems 예비 부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Emspira 3 개봉 전에 전원을 끄고 전

원 케이블을 뽑으십시오.
 O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전기가 흐르는 

전기 회로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운송
 O Emspira 3 시스템의 각 모듈과 부속

품을 운송 또는 운반할 경우 원래 포
장을 사용하십시오.

 O 진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려면 사
용자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조립 및 
분해할 수 있는 모든 작동 부품을 분
해하여 별도로 포장하십시오.

타사 제품에 통합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폐기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법적 규정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EC 적합성 선언
 O "안전 개념"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EMC 주의 사항

Emspira 3을(를) 설치하기 전에 전자기 
환경을 평가해야 합니다. 환경 규정 준수
를 보장하는 것은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기기가 산업 환경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
는 경우 장비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산업 환경은 분리된 전력망의 일부이며, 
대부분 제조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
를 공급하는 설비 공급 전용 고전압 또는 
중전압 변압기로 공급됩니다.

경고!

Emspira 3이(가) 산업 환경 이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방
사된 전자파 방사가 다른 전자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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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계속)

건강 위험

디지털 현미경과 카메라가 있는 작업 공
간은 관찰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개선하
지만, 사용자의 눈과 근육 건강을 유지하
는 데 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쉬지 않고 
작업할 경우 기간에 따라 안정 피로와 근
골격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작업량을 줄
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 최적의 작업 환경, 작업 할당 및 워크
플로우 조정(빈번한 작업 변경) 

 O 인체공학적 및 조직적 측면을 고려한 
철저한 직원 교육.

인간공학적 광학 개념과 Emspira 3의 디
자인은 사용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현미경 안전 및 EMC

당사 현미경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설
계, 생산, 검사되었습니다.

 O EN 61010-1: 측정, 제어, 실험실용 전
기 장비 안전 요건 - 1부: 일반 요구 사
항(현미경)

 O EN 62368-1: 오디오/비디오, 정보, 통
신 기술 장비 - 1부: 안전 요건(옵션 외
부 전원 공급 장치만 해당)

 O EN 55011 class A에 따른 무선 간섭 
억제

 O EN 61326-1, 측정, 제어 및 실험용 전
기 장비 – EMC 요건

현미경은 다음 EU 지침 요구 사항을 충
족합니다

 O 2014/35/EU  저전압 지침

 O 2014/30/EU EMC 지침

 O 2011/65/EU RoHS 지침

 O 2009/125/EC + VO EU 2019/1782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요
건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은 2012/19/EU WEEE 지
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모든 EU 회원국, EFTA 국가 및 스위스에
서는 실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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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은 상황에 따
라 개별적으로 또는 이 현미경을 구매 또
는 사용하는 회사 또는 조직의 공인 대
리인인 최종 사용자(‘사용자’)와 Leica 
Microsystems(‘Leica’) 사이에 체결됩니
다.

이  현 미 경 은  네 트 워 크 에 서  사 용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이메일 
수신자에게 이미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사용자가 선택한 SMB  파일 서버로 
이미지를 복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암호를 선택해야 하고 암호는 별도의 암호 
파일로 현미경에 저장됩니다. 암호는 블록 
및 키 크기가 128비트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에 따라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 이 암호 파일은 삭
제되고 사용자는 암호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가 현미경을 제삼
자에게 보내거나 전달할 때 또는 서비스
나 정비 목적으로 Leica로 보낼 때는 항
상 현미경을 초기 설정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 현미경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또는 
그 외 다른 연결 기능의 사용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특히, 사용자는 네트워크 작
동과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
다. Leica는 특정 네트워크 안전표준을 보
장하지 않으며, 무단 액세스, 보안 위반, 
데이터 손실·손상 혹은 그에 따른 재정적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제한 없이 모든 책
임을 거부합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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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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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Microsystems의 Emspira 3 디지털 
현미경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K 디스플레이 
통합 HDMI 출력을 통해 다음 해상도를 
지원하는 4K 모니터에 카메라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O 3,840 × 2,160(4K UHD). 4K 모니터에
서 사용. 

 O 1,920 × 1,080(Full-HD). 이 해상도는 
Full-HD 지원 모니터의 이미징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구성품

1

2

Emspira 3 시스템 기본 구성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Emspira 3 디지털 현미경
2. 컴퓨터 또는 전원 공급용 전원 공급 

장치 연결용 USB 케이블

 컴퓨터와 LAS X를 사용하는 방
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소프
트웨어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Emspira 3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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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키트" 옵션

Emspira 3은(는) 통합 온 스크린 디스플
레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PC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USB 저장 장치, 제
어 장치는 Emspira 3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드 작동 시, ‘독립형 
키트’는 필수입니다. 

 O 4K HDMI 케이블, HD / 4K 모니터 연
결용 

 O USB 전원 공급 장치 
 O USB 저장 장치 (64 GB) 
 O 무선 USB 마우스 

핸드스위치/풋스위치

핸드스위치/풋스위치 옵션(12 730 229)
에 다양한 기능(개별 사진 촬영, 화이트 
밸런스 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대물렌즈와 어댑터, 조명 또는 Emspira 3 
먼지 커버와 같은 추가 부속품에 관한 정
보는 Leica Microsystems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각 부속품에 관한 자세한 설명
은 해당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i-Fi 동글 

Wi-Fi 동글을 사용하면 로컬 WLAN에 연
결하여 이미지와 결과를 사전 설정된 이
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별 규정 때문에 다양한 Wi-Fi 동글 버
전을 제공합니다.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Wi-Fi 동글에 
관한 최신 정보는 Leica Microsystem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ica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 (LAS X) 
Emspira 3에는 최신 "Leica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링
크가 포함된 빠른 시작 가이드가 동봉되
어 있습니다.

옵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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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개요

ON/OFF SS HDMI

SPEED1

2

3

7

4 5 6

89

1110

2

1. Ethernet 연결
2. 마우스, 키보드 또는 Wi-Fi 동글(USB 

타입 A)용 USB 포트 3개
3. ON / OFF 스위치
4. PC/전원 연결(USB 타입 C)
5. 핸드스위치/풋스위치 연결(2.5mm 

폰 잭) 
6. 모니터 포트(독립형 모드)
7. USB SPEED 포트(독립형 작동의 경

우, 여기에 데이터 저장용 USB 저장 
장치를 삽입하십시오)

8. 줌 조정손잡이
9. 클릭 스톱 슬라이더
10. Emspira 3현미경 캐리어 고정장치
11. 대물렌즈(배송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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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1

2

4

3

5

6

이 개요는 구성품이 추가된 애플리케이
션 예시에서 Emspira 3을(를) 보여줍니다.

1. Emspira 3
2. 현미경 캐리어
3. 조명
4. 초점 컬럼
5. 베이스 플레이트 
6. HD 모니터 또는 LAS X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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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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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일반 정보

이 장은 입사광 베이스에 
Emspira 3 조립 예시를 보여줍
니다. 다른 입사광 베이스를 사
용할 경우 이미지와 설명이 다
를 수 있습니다.

 

컬럼 조립

2

2

1. 제공된 나사 3개를 포장에서 꺼냅니
다.

2. 세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컬럼에 입사
광 베이스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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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캐리어 조립

현미경 캐리어 조립

1

1. 제공된 앨런 렌치와 제공된 나사를 사
용하여 현미경 캐리어를 컬럼에 고정
합니다(작동 거리가 짧은 대물렌즈에 
적절한 변형).

2

2. 또는 현미경 캐리어를 거꾸로 설치합
니다(작동 거리가 긴 대물렌즈에 적절
한 변형).

고정 Emspira 3

2
1

3

2

1. 클램핑 나사를 푸십시오. 

2. 현미경 하우징의 노치와 하단 클램핑 
나사가 서로 겹치도록 현미경 캐리어
에 Emspira 3을(를) 놓습니다.

3. 클램핑 나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Emspira 3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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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이 장은 투과광 베이스에 
Emspira 3 조립 예시를 보여줍
니다. 다른 투과광 베이스를 사
용할 경우 이미지와 설명이 다
를 수 있습니다.

 

컬럼 어댑터 설치

2

2

1. 제공된 나사 3개를 포장에서 꺼냅니
다.

2. 세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컬럼에 컬럼 
어댑터를 설치합니다.

컬럼 조립

1

1. 제공된 나사 6개를 사용하여 컬럼 어
댑터와 컬럼을 투과광 베이스에 설치
합니다.

Emspira 3 투과광 베이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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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미경 캐리어와 컬럼 사이의 
1045434 어댑터는 현미경을 투
과광 베이스 위에 올바르게 배
치하는 데 필요합니다.

1. 제공된 앨런 렌치와 제공된 나사를 사
용하여 1045434 어댑터와 현미경 캐
리어를 컬럼에 고정합니다(작동 거리
가 짧은 대물렌즈에 적절한 변형).

2

2. 또는 현미경 캐리어를 거꾸로 설치합
니다(작동 거리가 긴 대물렌즈에 적절
한 변형).

고정 Emspira 3

2
1

3

2

1. 클램핑 나사를 푸십시오. 

2. 현미경 하우징의 노치와 하단 클램핑 
나사가 서로 겹치도록 현미경 캐리어
에 Emspira 3을(를) 놓습니다.

3. 클램핑 나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Emspira 3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Emspira 3 투과광 베이스 장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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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립 지침

베이스 플레이트의 무게로 인해 
부적절한 사용은 부상을 초래하
거나 주변 영역을 손상할 수 있
습니다. 안전 이유로 이 설정 과
정에는 2인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

이 장은 스윙 암 스탠드에 
Emspira 3 조립 예시를 보여줍
니다. 다른 스윙 암 스탠드를 사
용할 경우 이미지와 설명이 다
를 수 있습니다.

 

컬럼 조립

1

3

2

3

1. 아래 쪽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해 
태핑 나사를 밀어 넣습니다. 

2. 나사산이 있는 잠금 와셔를 나사에 끼
웁니다.

3. 나사를 사용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에 
수직 컬럼을 설치합니다.

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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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링 설치

1

2

1. 컬럼 위로 안전 링을 밀어 넣습니다. 

2. 클램핑 나사를 단단히 조입니다.

안전 링은 전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입니다. 수평 
암이 우발적으로 떨어지지 않도
록 보호합니다.

 

수평 암 장착

1

2
1

1. 수평 암이 장착된 크로스 멤버를 크로
스 멤버가 안전 링에 단단히 고정되도
록 컬럼 위로 밀어 넣습니다. 

이제 수평 암을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습니다.

스윙암 스탠드는 Emspira 3을(를)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Emspira 3을(를) 제자리에 고정하
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 암 고정

3

2

1

1. 수평 암을 안전한 위치로 회전합니다. 

2. 컬럼의 조인트가 회전하지 않도록 크
로스 멤버의 클램핑 나사를 조심스럽
게 조여줍니다.

3. 암이 확장되지 않도록 클램핑 나사를 
단단히 조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을 떠날 때는 수평 
암을 제자리에 안전하게 고정해
야 합니다.

 

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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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캐리어 조립

1

2

1. 아래 쪽에서 연결 핀을 수평 암 구멍
에 삽입하십시오.

2. 와셔와 안전 나사를 사용하여 현미경 
캐리어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고정 Emspira 3

1
3

2
2

1. 클램핑 나사를 푸십시오. 

2. 현미경 하우징의 노치와 하단 클램핑 
나사가 서로 겹치도록 현미경 캐리어
에 Emspira 3을(를) 놓습니다.

3. 클램핑 나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Emspira 3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Emspira 3의 자유로운 이동

Emspira 3은(는) 현미경 캐리어와 함께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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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렌즈 및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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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대물렌즈를 어댑터에 조이십시오.

조립

1

1. 광학장치 캐리어의 보호 캡을 돌려 분
리하십시오.

안전 조립 지침

조립 및 분해 중에는 대물렌즈
가 스테이지 플레이트에 떨어지
지 않도록 단단히 잡으십시오. 
먼저 모든 샘플을 스테이지 플
레이트에서 제거하십시오.

대물렌즈는 Emspira 3 기본 구
성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 광학장치 캐리어에 호환되는 어댑터
를 조이십시오.

측정 작업에 필요한 표준 플랜아포크로매틱 대물렌즈 설치

대물렌즈 Leica 품목 번호 호환 어댑터

0.8× 플랜아포크로매틱 Z-시리즈 10 446 360 10 450 651

1.0× 플랜아포크로매틱 Z-시리즈 10 447 176 10 450 651



Emspira 3 사용 설명서 대물렌즈 및 조명 27

옵션 아크로매틱 대물렌즈

안전 조립 지침

조립 및 분해 중에는 대물렌즈
가 스테이지 플레이트에 떨어지
지 않도록 단단히 잡으십시오. 
먼저 모든 샘플을 스테이지 플
레이트에서 제거하십시오.

대물렌즈는 Emspira 3 기본 구
성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립

1

1. 광학장치 캐리어의 보호 캡을 돌려 분
리하십시오.

2

2. 대물렌즈를 광학장치 캐리어에 조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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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조명의 
사용자 설명서, 특히 안전 지침 
부분을 읽으십시오.

LED3000 RL 설치

3
1 2

1. 외부 전원 공급 장치(10 450 266)를 
LED3000 RL에 연결합니다.

2. LED3000 RL를 대물렌즈 아래쪽에 부
착하십시오. 

3. 잠금 나사를 조이십시오.

지원되는 작동 거리는 
60mm~150mm입니다.

조명장치의 잠금 나사와 광학
장치 캐리어의 잠금 나사가 일
직선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4.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케이블에 연
결합니다.

조명: LED3000 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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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부속품 설치

1

1. 옵션 확산기를 부착하고 링 조명장치 
아래에 조이십시오.

테이블에 있는 LED3000 RL 부
속품을 뒤집어 조립한 다음, 대
물렌즈에 모두 함께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 옵션 편광 세트(편광기 및 분석기)를 
부착하고 링 조명장치 아래에 조이십
시오. 

제공된 작은 금속 플레이트는 공정에
서 고정 보조 장치로 사용됩니다.

조명: LED3000 RL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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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조명의 
사용자 설명서, 특히 안전 지침 
부분을 읽으십시오.

LED3000 NVI 설치

31 2

1. 외부 전원 공급 장치(10 450 266)를 
LED3000 NVI에 연결합니다. 

2. LED3000 NVI를 대물렌즈 아래쪽에 
부착하십시오. 

3. 잠금 나사를 조이십시오.

지원되는 작동 거리는 
60mm~150mm입니다.

조명장치의 잠금 나사와 광학
장치 캐리어의 잠금 나사가 일
직선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4.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케이블에 연결
합니다.

조명: LED3000 NVI



Emspira 3 사용 설명서 대물렌즈 및 조명 31

눈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조명의 
사용자 설명서, 특히 안전 지침 
부분을 읽으십시오.

조립

스폿 조명과 확산 조명은 어댑
터를 사용하여 초점 컬럼에 설
치합니다.

대형 입사광 베이스(10 450 049) 
또는 투과광 베이스에 설치하
려면 LED5000 SLI 및 더 긴 굽
힘식 거위목은 피해야 합니
다. Leica Microsystems는 중소
형 입사광 베이스(10 446 340 / 
10 447 342)에 설치할 경우 
LED3000 SLI를 권장합니다.

 

상용 초점 컬럼 설치

1

1. 스폿 조명을 10 450 570 어댑터에 조
이십시오.

2

2. 초점 컬럼 뒷면에 어댑터를 설치합니
다. 이렇게 하면 높이를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 LED5000 SLI, LED3000 SLI, LED3000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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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한 전원 공급

1

1. 외부 전원 공급 장치(10 450 266)
를 LED5000 SLI, LED3000 SLI 또는 
LED3000 DI에 연결합니다. 

스폿 조명 오른쪽과 왼쪽에는 모두 소
켓이 있습니다.

두 번째 CTL2 소켓

Leica(RL 또는 NVI)의 추가 LED 
조명을 스폿 조명의 두 번째 
CTL2 소켓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조명: LED5000 SLI, LED3000 SLI(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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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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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Emspira 3 에는 4K 및 HD 지
원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DVI 등 다른 어댑터가 아닌 
HDMI 커넥터를 사용해 HD / 4K 
모니터를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르
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형 키트에서 제공한 5V 전
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전압이 맞지 않는 다른 어댑터
를 사용하면 Emspira 3이(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LED 색상은 전원 공급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충
분한 전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색으로 
표시되고, USB 포트가 자동으로 꺼집니
다.

전원 공급 장치 및 HD / 4K 모니터

ON/OFF SS HDMI

SPEED

1 2

1.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 
Emspira 3을 적절한 전원 소켓에 연
결하십시오. 

2. HDMI 케이블을 사용해 Emspira 3을 
HD / 4K 모니터에 연결하십시오. 

Emspira 3은(는) 모니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라이브 이미지를 표시합니
다.

독립형 모드: 케이블 및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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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모드: 옵션 외부 기기 설치

옵션 외부 장치(핸드스위치, 풋
스위치, USB 저장 장치, 무선 
USB 마우스)는 OSD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핸드스위치 / 풋스위치 설치 

ON/OFF SS HDMI

SPEED

1

1. 핸드스위치/풋스위치를 Emspira 3 뒷
면의 지정된 연결 포트(2.5mm 폰 잭)
에 꽂습니다.

USB 저장 장치 설치

 이미지 획득 중 오작동을 방지하
려면, 제공된 USB 저장 장치 포맷 

및 취급에 관한 다음 지침을 읽어야 합
니다. 

파일 시스템 및 포맷:

이동식 저장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exFAT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
고, EMSPIRA 3이 이를 감지합니다. 대부
분의 USB 저장 장치는 FAT32로 미리 포
맷되므로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저장 장치가 다르게 포맷된 경우, 
Emspira 3 exFAT로 다시 포맷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USB Eject"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저장 장치를 제거하지 않
은 상태로 설정 페이지로 가서 포맷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 장치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ON/OFF SS HDMI

SPEED
1

1. 데이터 저장을 가속하려면 충분한 메
모리 공간이 있는 USB 저장 장치를 
Emspira 3 뒷면의 USB SPEED 포트에 
삽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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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USB 마우스 설치

 ‘독립형 키트’에 포함된 옵션 부속
품으로 제공되는 Leica 인증 USB 

무선 마우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ON/OFF SS HDMI

SPEED
1

11

1. 무선 USB 마우스의 USB 송신기를 
Emspira 3의 뒷면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저장 장치에 필요한 USB SPEED 
포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무선 USB 마우스를 켭니다.

무선 송신기와 Emspira 3 사이의 연
결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기기를 서
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인치 터치 모니터 설치

Emspira 3는 10인치 터치 모니터를 사
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붐 스탠드
의 경우 10450923, 표준 컬럼의 경우 
10450924). 표준 컬럼에 10인치 모니터 
암을 설치하는 방법은 LED3000 SLI 설치 
방법과 유사합니다("조명: LED5000 SLI, 
LED3000 SLI, LED3000 DI", 31페이지 
참조). 

다음과 같이 10인치 모니터를 Emspira 3
에 연결합니다.

1. 독립형 키트의 HDMI 케이블을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2. Emspira 3의 뒷면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USB 포트에 모니터 USB 케이블
을 연결합니다. 

USB 저장 장치에 필요한 USB 
SPEED 포트는 사용하지 마십
시오.

3. 10인치 모니터 전원 공급 장치를 연
결합니다.

4. Emspira 3 및 10인치 모니터를 켭니다.

모니터와 Emspira 3 사이의 연결이 자
동으로 설정됩니다.

모니터를 짧게 누르면 왼쪽 클
릭에 해당하고, 모니터를 길게 
누르면 오른쪽 클릭에 해당합니
다. 스와이프는 마우스 휠을 통
한 스크롤에 해당합니다. 독립
형 모드에서 터치 기능과 USB 
마우스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독립형 모드: 옵션 외부 기기 설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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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PC 모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
용에 관한 지침은 ‘빠른 설치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소프트
웨어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컴퓨터
에 충분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있어
야 합니다.

ON/OFF SS HDMI

SPEED

2. USB C 케이블을 사용해 Emspira 3
을 컴퓨터의 USB 3 포트에 연결하십
시오. 

Emspira 3 은 USB C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PC 모드: 컴퓨터 연결, 소프트웨어 설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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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적응과 WLAN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네트워크 및 WLA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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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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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색상 설명

전체 적색, 점멸 Emspira 3 부팅 중입니다.

화이트 3A 전원 공급 장치가 감지되었습
니다(권장 작동 조건).

레드  O 1A 전원 공급 장치가 감지되었
습니다.

 O 선호하는 USB 2.0 포트에만 전
원이 공급됩니다. 

 O 추가 전력 감소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
드

청색, 점멸  O Emspira 3은(는) 폴백 모드입니
다(예: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 또
는 5회 이상의 부팅 시도 실패 
후). 

 O 사용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
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적색, 점멸(캡처)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적색, 점멸(비디오 
녹화)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LED 색상 및 점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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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모드

ON/OFF SS HDMI

SPEED

카메라가 Emspira 3의 빛을 받
을 수 있고 HD/4K 모니터와 전
원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1. Emspira 3을 켜려면 ON / OFF 스위치
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부팅 중에는 상태 표시등 LED가 녹
색 점멸이었다가 사용 준비가 되면 흰
색 점등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연결된 
HDMI 모니터에서 라이브 이미지와 
O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spira 3이(가) 자동으로 HD/4K 모
니터를 감지합니다. 

Emspira 3 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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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켜기(계속) 

PC 모드

ON/OFF SS HDMI

SPEED

1. Emspira 3을 켜려면 ON / OFF 스위치
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상태 표시등 LED가 녹색 점멸이었다
가 흰색 점등으로 전환되며, 신호음이 
울리고 라이브 이미지가 컴퓨터에 표
시됩니다.

Emspira 3 사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 Leica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LAS X)
를 시작하십시오. 

3.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 조정 및 저장 
지침을 따르십시오. 

Leica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
에 관한 정보는 ‘LAS X 도움말’
을 참조하십시오.

LAS X을(를) 처음 시작할 때 현
재 구성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소스 섹션의 경우 
‘Emspira 3’ 메뉴 항목을 선택하
여 Emspira 3을(를) 선택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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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켜기

일반 정보

Leica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
은 매우 밝습니다. LED를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

조명 강도는 10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엄지와 검지 사
이에 키패드를 유지하십시오. 
가능하면, 한 손가락으로 키패
드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사용

1

1.  (ON/OFF) 버튼을 짧게 눌러 조명
을 켭니다. 이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녹색 LED가 켜집니다.

2

3

2.  또는  버튼을 짧게 눌러 밝기를 
조정합니다.

3.  버튼을 짧게 눌러 조명을 끕니다.

LED3000 RL, LED3000 NVI, 
LED5000 SLI, LED3000 SLI가 매
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Emspira 3 사용 설명서 시작 절차 44

포커싱, 초점 드라이브 저항 조절

포커싱 포커싱은 포커싱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Emspira 3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미세
한 샘플 이미지가 대물렌즈의 초점에 들
어가는 즉시 선명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포커싱 드라이브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용으로 모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항 조정

포커싱 드라이브가 너무 느슨하거나 너
무 조여졌습니까? 장비가 아래쪽으로 미
끄러지려고 합니까? 다음과 같이 장비 무
게와 개인 선호도에 따라 저항을 개별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양손으로 드라이브 조정손잡이를 잡
고 초점을 맞추는 동안 원하는 저항
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향해 회전
합니다. 

별도의 조동 조정 및 미동 조정 
기능의 초점 컬럼에서 외부 드
라이브 조정손잡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야 합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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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변경, 클릭 스톱 기능

배율(줌) 변경

1
22

3 3

1. 모니터를 보십시오.

2. 샘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3. 원하는 배율이 구성되거나 초점을 다
시 맞춰야 할 때까지 배율 변경 장치
를 돌립니다.

줌 로터리 조정손잡이는 왼손잡
이와 오른손잡이용으로 모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배율 변경 장치는 클릭 스톱 기
능 활성화와 관계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연속 줌은 클릭 스
톱이 비활성 상태일 때 가능합
니다. 반면, 클릭 스톱이 활성화
하면 사진, 측정 결과 등을 더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등초점: Emspira 3은(는) 등초점
이 일치합니다. 샘플이 가장 높
은 배율 수준에서 초점이 맞춰
지면 전체 배율 범위에 걸쳐 그
대로 유지됩니다.

클릭 스톱 활성화 및 비활성화

2

1

1. 클릭 스톱을 활성화하려면 조정손잡
이쪽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2. 클릭 스톱을 비활성화하려면 조정손
잡이 반대쪽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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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독립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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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모드 작동

독립형 모드로 Emspira 3 설정 
및 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O "독립형 모드: 케이블 및 단
자", 34페이지

 O "Emspira 3 켜기", 41페이
지, "독립형 모드", 41페이
지하위 장

OSD 메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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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PC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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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드 작동 

PC 모드로 Emspira 3 설정 및 
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
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O "PC 모드: 컴퓨터 연결, 소프
트웨어 설치", 37페이지

 O "Emspira 3 켜기", 41페이
지, "PC 모드", 42페이지하
위 장

HD / 4K 모니터의 추가 병렬 사용

일반 정보

 PC에 연결하면 현미경 이미지가 항상 
Leica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 

미리보기 창에 표시됩니다. 또한, HD / 4K 
모니터는 HDMI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HD / 4K 모니터의 해상도는 
PC 해상도에 상관없이 항상 16:9 

형식입니다.

 또한 OSD(On-Screen Display) 기
능은 HDMI 모니터에서 꺼져 있습

니다. 

HD / 4K 모니터 연결 

ON/OFF SS HDMI

SPEED

1. HDMI 케이블을 사용해 Emspira 3을 
HD / 4K 모니터에 연결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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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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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독립형 작동

Emspira 3이(가) 4K 해상도로 구성되었
고 해상도가 1,080p에 불과한 Full-HD 모
니터에 연결된 경우, Emspira 3에서 이를 
감지하고 필요한 해상도로 자동 전환해
야 합니다.

단,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화면에 ‘범
위를 벗어남(out of range)’ 또는 이와 유
사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해상도를 
1,080p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Emspira 3는(은) 어떻게 재설정합니까?

1.  Emspira 3 전원을 끄십시오.

2.  USB 마우스를 분리하십시오.

3.  Emspira 3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Emspira 3이(가) Full-HD 1,080 p 모
드로 다시 시작하고 라이브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4.  USB 마우스를 다시 연결하고 올바른 
라이브 이미지 해상도를 구성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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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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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Leica의 고성능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ica 디지털 현미경
은 견고함과 긴 사용 수명으로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다음의 관리 및 유지보수 정
보를 충실히 따르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도 구매 당시의 Emspira 3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

자재 및 제조상의 모든 결함이 보증 대
상입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닙
니다.

연락처

Emspira 3이(가) 더 이상 완벽하게 작
동하지 않으면, Leica Microsystems 담
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Leica 
Microsystems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Leica 대리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www.leica-microsystems.com.

관리

 O 최상의 광학 성능을 유지하려면 모든 
광학 부품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
다. 

 O 광학장치 표면이 먼지나 오염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 주사기를 사용하
거나 깨끗하게 닦기 전에 낙타 털 브
러시로 제거하여 표면을 씻어냅니다.

 O 광학 표면은 에탄올이나 시중에서 판
매하는 유리 세척제를 묻힌 보푸라기
가 없는 천, 렌즈 청소 천 또는 면봉을 
사용해 닦아야 합니다. 알코올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O 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풀이 없는 천, 렌즈 천 또는 면봉은 
용제에 적셔야 하며 단, 너무 적셔서 
용제가 렌즈 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O 습기, 연기, 산을 비롯하여 알칼리성, 
가성, 부식성 물질로부터 Emspira 3
을(를) 보호하고 Emspira 3 및 그 부
속품을 화학물질로부터 멀리 보관하
십시오.

 O 플러그, 광학 시스템, 기계 부품은 절
대 분해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서 별도로 허용하거
나 설명하지 않는 한).

 O 오일과 그리스로부터 Emspira 3을 
(를) 보호하십시오.

 O 가이드 표면이나 기계식 부품에 그리
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먼지 및 오물 방지

먼지와 오물은 결과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칩니다. 

 O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먼지 커버를 Emspira 3 위
에 덮으십시오.

 O 부속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관리, 유지보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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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유지보수, 연락처(계속)

폴리머 부품 클리닝

일부 부품은 폴리머 소재이거나 폴리머
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세척제
나 클리닝 방법을 사용하면 폴리머가 손
상될 수 있습니다.

허용 조치

 O 따뜻한 비눗물로 Emspira 3을(를) 닦
은 다음, 증류수로 닦아주십시오.

 O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에탄
올(산업용 알코올)을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따
르십시오.

 O 블로어나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O 광학장치 청소용 특수 천과 순 알코올
로 대물렌즈를 닦으십시오.

서비스 

 O Leica Microsystems로부터 교육을 받
은 서비스 기사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Leica Microsystems 
예비 부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전 위험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Emspira 3 
커버를 분리하면 전기적으로 작

동하는 부품이 외부에 노출되고, 이를 만
질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Leica Microsystems 공인 대리점에
서 기술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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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품

항목 Leica 품목 번호 품목

1 10 726 529 HDMI 케이블(2 m)

2 19 002 015 C 마운트 캡

3 10 726 837 USB C / USB A 케이블

4 10 726 490 USB C 커넥터가 있는 전원 공
급 장치 

5 10 726 491 무선 USB 마우스

6 10 747 551 USB 저장 장치 64 GB

옵션 품목 

항목 Leica 품목 번호 품목

1 12 730 229 Leica 핸드스위치/풋스위치

1 10 450 860 Emspira 3 독립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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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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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제품 수명이 다한 후에는 Leica 서비스 또
는 Leica 영업부에 적절한 제품 폐기 방법
을 문의해주십시오.

모든 전자 기기와 마찬가지로, Emspira 3 
및 그 구성품과 부속품은 일반 가정 쓰레
기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EU 지침 WEEE 2012/ 
19/EU를 구현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국가 법률 및 조례를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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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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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일반 광학 데이터

최대 해상도 337 lp/mm

최대 FoVx 76.1 mm

최대 FoVy 42.8 mm

최대 DoF 40.5 mm

작동 거리 303 – 19  mm

PlanApo 1.0x 광학 데이터

광학 데이터 Emspira 3
@ 6.0x 줌

Emspira 3
@ 0,75x 줌

해상도1 272.9 lp/mm 34.1 lp/mm

FoVx 3.0  mm 24.1  mm

FoVy 1.7  mm 13.6  mm

DoF 0.06  mm 4.1  mm

측정 정확도* +/- 1.5% +/- 3%

최대 측정 정확도** +/- 0.5% +/- 1%
1 28인치 모니터에

모든 정확도 데이터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28인치 4k 모니터
를 사용하여 전체 FOV에 걸쳐 PlanApo 1.0x 대물 렌즈 및 어댑터
(10447176 및 10450651)와 스테이지 마이크로 미터(10310345)
로 결정했습니다. 정확도 데이터는 *공장 보정(‘바로 사용할 수 있
는’ 정확도)을 사용하거나 **측정 전에 현재 줌 설정의 보정을 사
용하여 결정했습니다. 표시된 값은 3개의 Emspira 3 시스템에서 
FOV(화면 중앙에 1 개, 화면의 각 모서리에 4개)에 걸쳐 5회 측정
한 값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O 최상의 측정 정확도는 화면 중앙 2/3 내에서 얻어
집니다.

 O 최상의 측정 정확도는 보정 후 줌 설정이 더 이상 변
경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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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거리

대물렌즈 어댑터 값

아크로매틱 0.32× - 303  mm

PlanApo 0.5x 어댑터: 10450652

측정 작업용 어댑터: 
10450650

187  mm

아크로매틱 0.63× - 148  mm

PlanApo 0.8x 어댑터: 10450652

측정 작업용 어댑터: 
10450651

112  mm

PlanApo 1.0x 어댑터: 10450652

측정 작업용 어댑터: 
10450651

97  mm

아크로매틱 1.25× - 66  mm

아크로매틱 1.6× - 46  mm

PlanApo 2.0x 어댑터: 10450652 39 mm

PlanApo 5.0x 어댑터: 10450652 19 mm

기술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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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계속)

대물렌즈

광학장치 캐리어

디자인 공학 빔 통로와 주요 대물렌즈가 있는 
멀티레이어 코팅 처리한 무연 광
학 시스템

코딩 풀 코딩 줌

비 표면 저항(하우징) 2×1011 Ω/mm2

방전 시간: 1,000V~100V에서 2초  
미만

클릭 스톱 기능 반복 작업용 전환 가능 위치 8개

표준 대물렌즈 Z-시리즈 플랜아포크로매틱 1.0x

추가 대물렌즈 아크로매틱: 0.32×, 0.5×, 0.63×, 
0.8×, 1×, 1.25×, 1.6×, 2×

추가 대물렌즈 
(어댑터 포함)

Z-시리즈 플랜아포크로매틱:  
0.5×, 0.8×

부속품

측정 작업용 어댑터 Z-시리즈 플랜아포크로매틱용: 
0.8×, 1×

풋스위치 핸즈프리 옵션(예 이미지 획득
과 그 외 다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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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계속)

현미경 카메라 기술 명세

특징 값

무게 1.71kg(줌 몸체)

HDMI 모니터에 라이브 이미
지 표시

최대 60 fps에서 
(3,840 × 2,160 픽셀)

전체 화면 이미지 캡처 12 MP에서

센서 대각선 7.81 mm(1/2.3" CMOS 타입) 

픽셀 크기 1.55 μm × 1.55 μm

입력 5 V DC / 3 A

소비 전력 15 W

지원 소프트웨어 LAS X

파일 형식 JPG, TIF, BMP

색 필터 IR-cut 코팅 650 nm, 교체 불가

하우징

특징 값

재료 PC/ABS

항균 표면 ISO 22196에 따른 AgTreatTM

보호 등급 IP 21

전자식 인터페이스

특징 값

호환성 0, 표준 USB 타입 C, 잠금 가능

HD 커넥터 HDMI 2.0a, HDMI 플러그 타
입 A

USB 커넥터 4× USB 2 커넥터, 타입 A

On / Off 스위치 1x (Emspira 3 뒷면에 있음)

2.5mm 잭 커넥터 1x (핸드스위치/풋스위치 경우)

다색 상태 표시등 LED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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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조건

특징 값

작동 온도 10 °C ~ 40 °C (50 °F ~ 104 °F)

상대 보관/작동 습도 10 % ~ 90% (비응축)

오염도 2

사용 실내용

설치 범주 II(과전압 카테고리)

작동 고도 0 m ~ 2,000 m (0 ft ~ 6,561 ft)

기타

특징 값

전원공급 장치 컴퓨터(PC 모드/LAS-X 모드)
에서 USB로 또는 외부 전원 공
급 장치(독립형 모드)를 통한 전
원 공급

최소 컴퓨터 구성: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참조

검사 표준 EN 55011, EN 61326-1, 
EN 61010-1

전원 공급 장치(옵션)

특징 값

제조사 Sinpro Electronics Co., Ltd., 
18F, NO.80, Minzu 1st Rd., 
Sanmin District, Kaohsiung 
City 807, Taiwan

모델 식별정보 SPU25A-102

입력 전압 90–264 V AC

입력 주파수 47 ~ 63 Hz

출력 전압 5 V DC

출력 전류 최대 3.3A

출력 전력 최대 16.5W

평균 활성 효율 82.5%

고부하 시 효율(10%) 79.5%

무부하 소비 전력 0.014 W

기술 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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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데이터 - 관측 시야

10인치 및 28인치 모니터 모두 동일:

대물렌즈 Achr. 0.32× PlanApo 0.5× Achr. 0.63× PlanApo 0.8× PlanApo 1.0× Achr. 1.25× Achr. 1.6×

작동 거리 303  mm 187  mm 148  mm 112  mm 97  mm 66  mm 46  mm

관측 시야(줌 설정) FOVx FOVy FOVx FOVy FOVx FOVy FOVx FOVy FOVx FOVy FOVx FOVy FOVx FOVy

0.75 76,1 42,8 48,2 27,1 38,2 21,5 30,0 16,9 24,1 13,6 19,3 10,9 15,1 8,5

1.0 57,1 32,1 36,2 20,3 28,7 16,1 22,5 12,7 18,1 10,2 14,5 8,2 11,3 6,4

1.25 45,7 25,7 28,9 16,3 23,0 12,9 18,0 10,1 14,5 8,1 11,6 6,5 9,1 5,1

1.6 35,7 20,1 22,6 12,7 17,9 10,1 14,1 7,9 11,3 6,4 9,1 5,1 7,1 4,0

2.0 28,6 16,1 18,1 10,2 14,3 8,1 11,3 6,3 9,1 5,1 7,3 4,1 5,7 3,2

2.5 22,8 12,8 14,5 8,1 11,5 6,5 9,0 5,1 7,2 4,1 5,8 3,3 4,5 2,5

3.2 17,8 10,0 11,3 6,4 9,0 5,0 7,0 4,0 5,7 3,2 4,5 2,5 3,5 2,0

4.0 14,3 8,0 9,0 5,1 7,2 4,0 5,6 3,2 4,5 2,5 3,6 2,0 2,8 1,6

5.0 11,4 6,4 7,2 4,1 5,7 3,2 4,5 2,5 3,6 2,0 2,9 1,6 2,3 1,3

6.0 9,5 5,4 6,0 3,4 4,8 2,7 3,8 2,1 3,0 1,7 2,4 1,4 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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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데이터 – 관측 시야(계속)

10인치 및 28인치 모니터 모두 동일:

대물렌즈 PlanApo 2.0x PlanApo 5.0x

작동 거리 39  mm 19  mm

관측 시야(줌 설정) FOVx FOVy FOVx FOVy

0.75 12,0 6,8 4,8 2,7

1.0 9,0 5,1 3,6 2,0

1.25 7,2 4,1 2,9 1,6

1.6 5,7 3,2 2,3 1,3

2.0 4,5 2,5 1,8 1,0

2.5 3,6 2,0 1,5 0,8

3.2 2,8 1,6 1,1 0,6

4.0 2,3 1,3 0,9 0,5

5.0 1,8 1,0 0,7 0,4

6.0 1,5 0,8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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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데이터 - 시야 배율 및 심도*

대물렌즈 Achr. 0.32× PlanApo 0.5x Achr. 0.63× PlanApo 0.8x PlanApo 1.0x Achr. 1.25× Achr. 1.6×

모니터 줌 설정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10"

0.75 2.9:1 40.5 4.5:1 16.2 5.7:1 10.2 7.2:1 6.3 9.0:1 4.1 11:1 2.6 14:1 1.6
1.0 3.8:1 22.8 6.0:1 9.1 7.6:1 5.7 9.7:1 3.5 12:1 2.3 15:1 1.5 19:1 0.9
1.25 4.8:1 14.6 7.5:1 5.8 9.5:1 3.7 12:1 2.3 15:1 1.5 19:1 0.9 24:1 0.6
1.6 6.1:1 8.9 9.6:1 3.6 12:1 2.2 15:1 1.4 19:1 0.9 24:1 0.57 31:1 0.35
2.0 7.6:1 5.7 12:1 2.3 15:1 1.4 19:1 0.9 24:1 0.6 30:1 0.37 38:1 0.22
2.5 9.5:1 3.6 15:1 1.5 19:1 0.9 24:1 0.6 30:1 0.37 37:1 0.23 48:1 0.14
3.2 12:1 2.2 19:1 0.9 24:1 0.6 31:1 0.35 38:1 0.22 48:1 0.14 61:1 0.09
4.0 15:1 1.4 24:1 0.6 30:1 0.36 39:1 0.22 48:1 0.14 60:1 0.09 77:1 0.06
5.0 19:1 0.9 30:1 0.4 38:1 0.23 48:1 0.14 60:1 0.09 75:1 0.06 961:1 0.04
6.0 23:1 0.6 36:1 0.3 45:1 0.16 58:1 0.10 72:1 0.06 90:1 0.04 115:1 0.025

28"

0.75 8.2:1 40.5 13:1 16.2 16:1 10.2 21:1 6.3 26:1 4.1 32:1 2.6 41:1 1.6
1.0 11:1 22.8 17:1 9.1 22:1 5.7 28:1 3.5 34:1 2.3 43:1 1.5 55:1 0.9
1.25 14:1 14.6 21:1 5.8 27:1 3.7 34:1 2.3 43:1 1.5 54:1 0.9 69:1 0.6
1.6 17:1 8.9 27:1 3.6 35:1 2.2 44:1 1.4 55:1 0.89 69:1 0.57 88:1 0.35
2.0 22:1 5.7 34:1 2.3 43:1 1.4 55:1 0.9 69:1 0.57 86:1 0.37 110:1 0.22
2.5 27:1 3.6 43:1 1.5 54:1 0.9 69:1 0.6 86:1 0.37 107:1 0.23 137:1 0.14
3.2 35:1 2.2 55:1 0.9 69:1 0.6 88:1 0.35 110:1 0.22 137:1 0.14 176:1 0.09
4.0 43:1 1.4 69:1 0.6 87:1 0.36 110:1 0.22 137:1 0.14 171:1 0.09 219:1 0.06
5.0 54:1 0.9 86:1 0.4 108:1 0.23 138:1 0.14 172:1 0.09 214:1 0.06 274:1 0.04
6.0 65:1 0.6 103:1 0.3 130:1 0.16 165:1 0.10 206:1 0.06 257:1 0.04 329:1 0.025

*ISO 1822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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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데이터 - 시야 배율 및 심도*(계속)

대물렌즈 PlanApo 2.0x PlanApo 5.0x

모니터 줌 설정 총 배율 DOF 총 배율 DOF

10"

0.75 18:1 1.0 45:1 0.16
1.0 24:1 0.57 60:1 0.09
1.25 30:1 0.37 75:1 0.06
1.6 38:1 0.22 96:1 0.036
2.0 48:1 0.14 120:1 0.023
2.5 60:1 0.09 150:1 0.015
3.2 77:1 0.06 192:1 0.006
4.0 96:1 0.036 240:1 0.009
5.0 120:1 0.0223 300:1 0.004
6.0 144:1 0.016 360:1 0.003

28"

0.75 52:1 1.0 128:1 0.16
1.0 69:1 0.57 171:1 0.09
1.25 86:1 0.37 214:1 0.06
1.6 110:1 0.22 274:1 0.036
2.0 137:1 0.14 342:1 0.023
2.5 172:1 0.09 428:1 0.015
3.2 220:1 0.06 548:1 0.009
4.0 275:1 0.036 684:1 0.006
5.0 343:1 0.023 856:1 0.004

6.0 412:1 0.016 1027:1 0.003

*ISO 1822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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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도면

Emspi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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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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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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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투과광 베이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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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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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세요!

www.leica-microsystems.com

Leica Microsystems (Schweiz) AG · Max-Schmidheiny-Strasse 201 · 9435 Heerbrugg, Switzerland

T +41 71 726 34 34 · F +41 71 726 34 44


	일반 정보
	일반 정보
	중요 안전 정보
	기호 설명
	안전 주의사항

	소개
	귀하의 Emspira 3 시스템
	옵션 부속품
	Emspira 3 개요
	시스템 개요

	조립
	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Emspira 3 투과광 베이스 장착
	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 

	대물렌즈 및 조명
	측정 작업에 필요한 표준 플랜아포크로매틱 대물렌즈 설치
	옵션 아크로매틱 대물렌즈
	조명: LED3000 RL
	조명: LED3000 NVI
	조명: LED5000 SLI, LED3000 SLI, LED3000 DI

	설치
	독립형 모드: 케이블 및 단자
	독립형 모드: 옵션 외부 기기 설치
	PC 모드: 컴퓨터 연결, 소프트웨어 설치
	네트워크 및 WLAN 설정

	시작 절차
	LED 색상 및 점멸 코드
	Emspira 3 켜기
	조명 켜기
	포커싱, 초점 드라이브 저항 조절
	배율 변경, 클릭 스톱 기능

	작동(독립형 모드)
	독립형 모드 작동

	작동 (PC 모드)
	PC 모드 작동 

	문제 해결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 연락처
	예비 부품

	폐기
	폐기

	사양
	기술 데이터
	광학 데이터 - 관측 시야
	광학 데이터 - 시야 배율 및 심도*
	치수 도면
	Emspira 3
	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Emspira 3 입사광 베이스 장착
	Emspira 3 투과광 베이스 장착
	Emspira 3 스윙암 스탠드 장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