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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본 매뉴얼의 내용 및 첨부 이미지는 LUADCS (토지사용승낙서 전산화 시스템) v1.0 최초 

버전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버전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실행파일로 패치되었

을 경우 매뉴얼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LUADCS v1.0 버전은 기존 LUADCS 제품군의 최신 버전입니다.

  b. LUADCS v1.0은 MicroSoft Windows OS (NT) 를 기반으로 합니다.

    - 서버 : MicroSoft Windows 2012 Server 계열 이상을 권장합니다.

    - 클라이언트 : MicroSoft Windows 7 계열 이상을 권장합니다.

  c. 시스템 구성은 ‘1서버-5사용자’로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d. LUADCS v1.0은 기존의 파일 구조와 다르게 표준 규칙에 의하여 구축됩니다.

  e. LUADCS v1.0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파일 폴더에 자동으로

     접속하고 종료 후 자동으로 연결을 끊습니다.

  f. LUADCS v1.0은 사용자를 등록하여 환경에 맞게 메뉴가 구성됩니다.

    - 관리자만 모든 권한이 부여되며 일반 사용자는 조회, 발급만 가능합니다.

  g. LUADCS v1.0은 관련 데이터의 분석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h. LUADCS v1.0 사용 환경 (2020년 기준)

   ▷ Client (대용량 이미지 조회 기준)

     - CPU : Intel i5 2Ghz 이상

     - RAM : DDR3 8GB 이상

     - VGA : 256MB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0, Windows 7 (64bit 지원)

   * LUADCS 계열 소프트웨어는 (주)대성에너지오에 라이선스를 교부 받아 사용하십시오.

      라이선스가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A/S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경고 : LUADCSⓇ 제품군은 법적인 효력을 갖은 등록된 상표입니다.

          LUADCSⓇ 제품군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으로 보호받습

          니다. 따라서 (주)대성에너지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속된 자료 파일이나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형, 복사,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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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UADCS v1.0 설치

  ▶ 프로그램 설치 (CD 또는 DVD설치)

    a. 주의) (주)대성에너지오가 제공한 서버일 경우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b. LUADCS v1.0 프로그램 설치

     1) 기존의 LUADCS 사용자는 기존의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삭제하십시오.

        새로운 버전은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 및 해제합니다.

     2) (주)대성에너지오가 제공한 LUADCS v1.0 CD를 검색합니다.

     3) CD에 있는  를 실행하십시오.

    c. 설치 후 ‘완료’를 누르면 자동으로 LUADCS v1.0이 실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체크를 해제하여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CD일 경우 실행하십시오.)

       기본 환경 설정으로 실행되었을 경우 LUADCS v1.0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출력 됩니다.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환경을 설정하십시오.

      * 아래의 환경설정을 참고하십시오.

    d. 프로그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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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ADCS v1.0 프로그램 삭제 시에는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선택하여 목록에서 LUADCS v1.0을 찾아 삭제하십시오.

      - 시작 - 프로그램 목록에 LUADCS v1.0을 선택하여 UnInstall하셔도

        안전하게 삭제됩니다.

    e.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이나 시작 표시줄에 생성된 '토지사용승낙서 전산화

        시스템'을 실행하여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2)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C:\Program Files\LUADCS\LUADCS.ini'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 환경에 맞게 수정한 후 저장하십시오.

        일반적인 오류일 경우 바탕화면의 ‘토지사용승낙서 전산화 시스템’을 실행

        하여 환경설정을 선택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방법을 권장합니다.

     3) LUADCS v1.0의 환경설정을 사용할 경우

     - 환경설정 메뉴의 내용은 메모장을 이용한 환경설정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모든 수정사항은 적용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닫기를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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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 7이하 사용자(Windows3.1, Windows95, Windows98, Windows XP)는 

        사용자 아이디에 사용자의 컴퓨터의 로그인 아이디, 사용자 패스워드에

        컴퓨터 로그인 패스워드를 기입 후 적용하십시오.

        또한 서버의 연결 계정에 동일한 사용자의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LUADCS v1.0 제품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3. LUADCS v1.0 실행

  a. LUADCS v1.0 시작

    - 바탕화면에 LUADCS v1.0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사용자 로그인 상자가

      나타납니다. 관리자가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최초 실행은 supervisor 만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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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visor(담당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사용자의 계정을 등록 요청하십시오.

   

    -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그림과 같이 대기 상태가 됩니다.

    - LUADCS v1.0이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환경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 바탕화면의 시스템 현황은 환경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산화 구축된 토지사용승낙서 문서가 메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전산화 구축된 토지사용승낙서 문서는 독립적으로 등록, 수정, 삭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검색을 사용할 경우 전산화 구축된 모든 문서를 한 화면에

      동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해야만 관리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주)대성에너지오에 문의하십시오.)

    - 일반 사용자는 관리, 분석, 현황조회 메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전산화 시스템의 기능에 제한을 받습

      니다.

    - 일반관리자로 등록된 경우 모든 문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 일반관리자로 등록된 경우 내보내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용자로 등록된 경우 문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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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뷰어의 사용 방법

    - 멀티뷰어는 1개의 레이어(창)로 분할되어 도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멀티뷰어의 각 레이어 상단을 더블클릭 하면 각 뷰어마다 전체확대 및 축소

      가 가능합니다.

    - 멀티뷰어의 각 레이어는 전체화면확대, 가로확대, 세로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 멀티뷰어의 각 레이어는 사용자 PC의 모니터 크기에 맞게 자동을 배분 조절

      되어 사용자가 어떤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최적의 환경을 자동 설정합니다.

    - 문서 검색 판넬은 검색 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다시 축소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열람시 각 도면과 문서는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자동 화면을 축소, 확대합니다. 크기가 큰 도면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사이즈로 기본 출력하고 문서의 경우 전체화면 또는 좌상단으로 자동 

      위치를 변경하여 구대장 부책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를 이동하지 않고 신속

      하게 문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검색한 필지의 관련 서류를 동시에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모든 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기본 레이어는 이미지의 회전, 밝기 및 대비 

      조정, 흑백(그레이컬러) 으로 내보내기, 부분확대 출력 및 파일 내보내기, 

      MS-Word로 내보내 보고서 작성하기, 파일로 저장, 화면 보정, 디지털돋보기  

      확대, 투명도 조절, 용지에 맞춰 사이즈 조절하여 출력 등 토지사용승낙서

      열람 및 출력,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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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회전, 확대/축소, 파일 내보내기 등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된 지적 문서는 출력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옵션)

    - 검색된 문서의 한 부분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 마커를 선택하여 마킹(가리기)

      을 수행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검색된 문서는 밝기, 대비, 흑백(그레이스케일) 내보내기, 부분확대 및 출력, 

      원본 내보내기, MS-Word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합니다.

    - 뷰어에 출력된 이미지는 마우스로 이동, 확대/축소 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비율은 서류 종류에 따라 원본 이미지 크기의 5% ~ 2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 뷰어 판넬에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 후 스크롤을 돌리면 이미지가 확대/

      축소됩니다. (화면비율을 직접 선택해도 확대/축소됩니다.)

    - 뷰어의 확대/축소의 기본 비율을 환경설정에서 설정하면 모든 뷰어의 이미지

      는 기본 비율로 최초 출력 됩니다.

    - 뷰어 판넬에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 후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미지가 이동 됩니다.

      (뷰어의 스크롤 막대를 움직여도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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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보정’ 필터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보다 부드럽게 필터링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화면보정 필터를 사용 후

      이미지를 확대/축소, 이동시 작업 시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돋보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이미지 부분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기능

      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됩니다.

      (돋보기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에 돋보기 상태가 적용됩니다.

      이미지를 확대하여 프린트할 경우 사용 가능하며, 원본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으므로 다시 열기를 할 경우 원본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 돋보기 상태에서 돋보기 설정 버튼을 눌러 돋보기 환경을 설정하면 돋보기의

      배율, 투명도, 회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마커를 등록하여 이미지의 임의 부분을 마킹하여 보안을 유지 할 수 있으며,

      기본 제공되는 마커 외에 사용자가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은 취소 버튼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적용된 이미지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다시 열기를 하십시오.)

    - 이미지를 90도 또는 18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도 이미지를 뷰어에 출력할 경우 대용량의 이미지인 문제로 많은

      시간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뷰어의 모든 실행은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메시지를 참고하십시오.

    - 대용량의 이미지를 뷰어에 출력할 경우 뷰어 좌하단에 위치한 막대그래프와

      메시지를 참조하여 대기하십시오.

    - 뷰어의 모든 기능 및 필터는 원본 이미지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시 주의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 대기상태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할 경우 측량결과도 이미지가 뷰어에 출력된

      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c. 스피드 조회 버튼 사용 방법

    - 모든 문서 조회시 스피드 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하는 지번의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살표 모양에 따라 상단화살표는 다음 번지, 하단화살표는 이전 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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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합니다.

    - 다음, 이전 번지 자동 검색시 등록되어 있는 번지만을 찾아 검색합니다.

    -  만약 원하는 번지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그 번지는 한 건도 등록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 스피드 조회 버튼을 실행시 현재 위치한 지번에 가장 근접한 번지를 자동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번지가 ‘22-1’ 번지일 경우 다음 번지는 ‘22-2’

      이전 번지는 ‘22’ 번지를 검색합니다.

    - 모든 서류의 스피드 조회 버튼의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오.

  d. 필터 및 뷰어 도구 사용 방법

    - 뷰어의 모든 필터, 기능, 도구들은 뷰어에 출력된 원본이미지에 직접 적용,

      손상을 가하지 않습니다.

    - 화면비율 : 뷰어의 이미지를 나타낼 비율입니다. 직접 선택하거나 마우스의

      휠을 이용하여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 돋보기 : 뷰어의 이미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돋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돋보기의 배율, 회전, 선명도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돋보기를 적용한 상태로 수정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커 : 뷰어의 이미지에 보안을 유지할 사항에 사용자가 선택 및 제작한

      마커를 이용하여 수정출력시 마커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 돋보기, 마커, 지번마킹 등 선택한 기능을 이미지에 최종 적용합니다.

    - 취소 : 현재 실행중인 필터, 기능들을 취소합니다. 일반적인 원본으로 복귀는

       검색한 서류의 판넬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 빠릅니다.

    - 화면보정 : 높은 배율의 확대로 인하여 이미지가 깨져 보일 경우 선 또는

      글자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화면보정 상태에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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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거나, 확대/축소시 매우 느려질 수 있으므로 확인 후 화면보정을 취소

      하십시오.

    - 명도 : 스캔 또는 원본의 서류가 어두울 경우 명도를 조절하여 밝게 열람,

      수정출력 할 수 있습니다.

    - 회전 : 뷰어의 이미지를 90도, 180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 워드로 내보내기 : 뷰어의 이미지를 워드문서를 자동 실행하고 빈 문서에

      뷰어의 이미지를 자동 삽입합니다. 보고서 등을 작성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캡쳐 후 워드로 내보내기 : 뷰어의 조회 화면 상태를 워드를 자동 실행

      하고 빈 문서에 뷰어의 화면을 자동 삽입합니다.

    - 화면캡쳐 후 파일로 내보내기 : 뷰어의 조회 화면 상태를 *.BMP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화면캡쳐 후 출력하기 : 뷰어의 조회 화면 상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

      니다.

    - 파일내보내기 : 검색된 문서의 원본파일을 사용자의 PC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단, 담당자가 등록한 권한에 따라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력 : 일반적으로 뷰어에 나타난 이미지를 원본 사이즈의 배율에 따라 자동

      으로 계산 후 출력폼에 맞게 적용하여 출력됩니다. 모든 출력은 출력 로그에

      저장되어 관리, 통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수정출력 : 뷰어의 이미지에 필터, 기능들을 적용한 상태를 출력할 수 있습

      니다. 뷰어에 필터, 기능이 적용된 상태에서 수정출력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출력됩니다.

    - 낱장출력 : 앞/뒤, 한 묶음의 서류를 출력시 원하는 서류만 낱장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일괄출력 :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은 한 묶음의 서류를 순차적으로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흑백내보내기 : 검색된 문서는 블랙과 화이트만으로 구성된 이미지

      형태로 내보내거나 출력(흑백출력) 할 수 있어 컬러 프린터의 토너 및 잉크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캐드내보내기 : 검색된 캐드(벡터)파일을 바로 뷰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사용자 PC에 설치된 AutoCAD군 소프트웨어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뷰어의 모든 필터, 기능 등은 사용 방법은 모든 서류 조회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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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토지사용승낙서 등록

    - 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실행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스캔한 토지사용승낙서 이미지가 1MB 이내의 용량이므로 이미지

      뷰어에 출력 되는 시간은 약 2초 이하입니다.

    - 만약 대용량 이미지 로드일 경우 진행 상태는 뷰어의 아래에 위치한 상태

      진행상태가 100%를 나타낼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등록할 스캔 문서의 최대 등록파일 수량은 1,000개 미만입니다.

    - 탐색기에서 등록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뷰어에 이미지가 출력 됩니다.

    - 뷰어의 서류에 내용에 맞게 결의일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등록할 정보의 탭을 선택하여 서류 종류 및 지번 등의 모든 정보를 입력

      하십시오.

    - 시행연도, 서류명칭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지번 입력시 한 개 이상의 동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지번 입력시 전지번, 후지번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십시오.

    - 지번은 직접 선택 또는 코드로 직접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등록시 소관청 코드 뒷자리 5자리만 입력 하십시오.)

    - 지번이 중복 입력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최소 한 개 이상의 지번은 등록되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할 작업이 완료 되었을 경우 등록 버튼을 눌러 최종

      완료 하십시오. 

    - 등록이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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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시 단축키를 이용하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자 로그인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토지사용승낙서 이미지는 서버의 폴더로 이동되므로 원본이미지는 

      원본 이미지 폴더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의하십시오.

    - 최종 등록 중에는 완료 메시지가 출력될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 토지사용승낙서 수정

    - 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실행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검색 후 올바르지 않을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지번 (전지번, 후지번 구분) 또는 종목, 일자등을 입력, 선택하여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 보다 상세한 토지사용승낙서 검색 방법은 ‘토지사용승낙서 조회’ 란을 참고

      하십시오.

    - 검색된 서류 창에 잘못 입력된 정보, 서류 종류, 지번이 있을 경우 정보 및

      이미지를 선택 후 수정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 선택한 정보 및 지번은 자동으로 수정할 판넬에 선택, 표기됩니다.

    - 각각의 판넬 아래의 수정할 사항을 올바르게 재 선택, 기입합니다.

    - 수정 버튼을 눌러 최종 수정하십시오.

    - 수정이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의 수정은 추가, 삭제, 수정시 바로 적용됩니다.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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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검색한 토지사용승낙서 이미지를 복구하고 싶을 경우 검색된 서류 창에

      취소할 이미지를 선택한 후 복구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된 복구폴더로

      이미지가 다시 복구 됩니다. (복구될 폴더와 파일명은 복구 완료 후 메시지

      를 참조하십시오.)

    - 복구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삭제됩니다.

    - 복구폴더를 환경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C드라이브 루트로 복구됩니다.

    - 일반관리자 로그인 이상만 토지사용승낙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g. 토지사용승낙서/환지계획서 조회

    - 서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실행되지 않습니다.

    - 지번 (전지번, 후지번 구분) 또는 이동종목, 일자등을 입력, 선택하여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 검색시 입력한 지번이 (전지번, 후지번) 등록된 토지사용승낙서는 모두 검색

      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발생일자, 종목을 확인 후 선택하십시오.

    - 열람할 문서를 선택하면 우측 뷰어에 출력됩니다.

    - 검색된 토지사용승낙서는 화면보정 필터링, 명도, 회전 등을 조절할 수 있습

      니다. (필터링 및 명도, 회전된 이미지를 바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문서도 마커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조회’

      란을 참고하십시오.)

    - 최종 발급 시 수정출력을 체크해야만 적용된 상태가 출력 대기됩니다.

      수정출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원본이미지가 출력 대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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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모든 기능은 ‘필터 및 뷰어 도구 사용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담당관리자 로그인시 MicroSoft Word 및 뷰어의 캡쳐 파일을 프린터 및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검색된 이미지는 프린터 출력 외 MicroSoft Word로 연결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연결시 자동으로 새로운 MicroSoft Word 파일로 연결됩니다.

    - 뷰어에 출력된 이미지 상태를 캡쳐하여 MicroSoft Word 및 이미지 파일,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은 원본 이미지를 손상 및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4. LUADCS v1.0 분석 및 관리

    - 담당관지자 로그인시 파일, 로그, 코드, 사용자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분석/관리 기능은 LUADCS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당관리자 외 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 사용자의 어느 PC에서나 담당관리자로 로그인 할 경우 분석/관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십시오.

    - 모든 관리 적용은 적용 시점부터 모든 사용자에 실시간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 파일 분석 관리

    - 모든 문서의 파일 등록 현황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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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방법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삭제 할 수 있습니다. (옵션)

    - 분석 진행 상태 표시줄을 참고하여 대기하십시오.

    - 모든 파일분석은 파일에 직접 접근하지 않습니다. 분석한 파일 개수와 실제

      등록된 파일 개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파일분석은 컴퓨터 환경에 따라 많은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고성능의 사용자 PC에서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검색된 분석 현황은 MicroSoft Excel의 새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파일 분석 수행시 오랜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기 도중 다른 작업을

      실행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분석 기능은 소관청 코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관청 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올바르게 분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소관청(법정동) 코드 관리

    - 일반적으로 (주)대성에너지오에서 최신의 소관청 코드를 제공합니다.

    - 구․읍․면을 등록한 후 소속된 동․리와 코드를 등록하십시오.

    - 구․읍․면 및 동․리 등록명은 최대 한글 10자리입니다.

    - 소관청 코드는 고유의 행정코드입니다. 임의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 임의 등록시 LUADCS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코드 및 내용은 수정하십시오.

    - 모든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삭제시 이미 등록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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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청 코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를 필요로 할 경우 (주)대성에너지

      오에 문의하십시오.

    - 등록된 소관청 코드 현황은 MicroSoft Excel의 새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지번 검색은 소관청 코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관청 코드가 올바르게

      등록/수정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관청 코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c. 지목 리스트 관리

    - 법적 지목을 관리합니다.

    - 잘못된 코드 및 내용은 수정하십시오.

    - 지목명은 한글 1자리, 상세는 최대 한글 5자리입니다.

    - 지목을 입력하지 않고 관리할 경우 ‘구분없음’ 을 선택합니다. 수정하지

      마십시오.

    - 모든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삭제시 이미 등록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 지목 코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이미 등록된 입력 정보가 일괄 수정됩니다.

    - 지목 코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를 필요로 할 경우 (주)대성에너지오

      에 문의하십시오.

    - 등록된 지목 코드 현황은 MicroSoft Excel의 새문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도 등록시 지목코드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종목 코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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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사용자 관리

    - 담당관리자는 한 명만 운용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용자를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분실 할 경우 모든 관리 기능을 실행 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십시오.

    - 성명은 최대 한글 10자리,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최대 5자리, 소속은 최대

      25자리입니다.

    -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토지대장 발급시 로그인한 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가 자동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리자 외 사용자, 작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문서의 등록, 수정, 조회, 출력 등의 일반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

      으나, 분석 및 관리 기능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작업자는 문서의 등록, 수정, 등록통계 등의 개인 등록 정보를 작업에 반영하

      여 등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는 통합 조회, 분석, 관리 기능이 제한됩니다.

    - 사용자 등록시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성명 중복 가능)

    - 관리자의 패스워드 분실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관리자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주 패스워드를 교체하기를 권장합니다.



(주)대성에너지오

- 19 -

5. LUADCS v1.0 종료

   - LUADCS v1.0 실행시 자동으로 서버의 데이터 폴더에 접속하여 종료

     요청시 자동으로 연결을 끊습니다.

   - 올바르게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네트워크 폴더가 계속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LUADCS v1.0을 재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종료

     하거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종료하십시오.

6. 참고

   - LUADCS v1.0 매뉴얼의 내용은 LUADCS v1.0의 Help 메뉴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실행 환경에 따라 도움말 내용이 출력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LUADCS v1.0 제품군의 기술 문의 및 기타 문의점은 (주)대성에너지오의 홈페

     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http://www.dsegeo.com)

   - 항상 (주)대성에너지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의 업데이트 파일로 패치

     하십시오. (시스템이 구축된 관공서용을 확인 후 패치하십시오.)

   - LUADCS 제품군의 무허가 사용을 금지합니다.

   - LUADCS 제품군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대성에너지오의 제품군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빠르고 친절한 A/S를 약속드립니다.

LUADCS 제품군 A/S 문의

  ☏ 062)651-2342 프로그램 담당자

(주)대성에너지오에 라이선스를 교부 받아야만 사용을 허가합니다.
Copyright ⓒ 2000-2021 Dae Seong Energeo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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