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260 Contractor Series OTDR
빠른 참조 가이드

www.AFLglobal.com 또는 (800) 321-5298, (603) 528-7780

CS260 Contractor Series OTDR 빠른 참조 가이드
기능 키
키

F1

이름

키 기능

전원

CS260을 켜거나 끄려면 길게(최대 1초) 누릅니다.

VFL

고장 위치 표시기(빨간색 레이저):
ON - 길게(최대 1초) 누르면 LED가 깜박입니다.
ON - 길게(최대 2초) 누르면 LED가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OFF - 길게(최대 1초) 누르면 LED가 꺼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Menu

누르면 주메뉴로 이동합니다.

왼쪽 & 오른쪽
탭키

누르면 다음/이전 사용 가능한 탭 또는 테스트 보기 탭이 표시됩니다.

화살표
(탐색) 키

화살표 키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메뉴: 이 키는 메뉴를 탐색하고 설정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데 사 용합니다.
• 페이지 트레이스: 확대 모드에서는 배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 니다. 이동 모드에서
왼쪽 및 오른쪽 키는 커서를 이동하는 데 사용 합니다.

선택(A/B)

이 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메뉴: 누르면 하위 메뉴(사용할 수 있을 경우)가 표시됩니다.
• 페이지 트레이스: 활성 커서를 A 또는 B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Back

한 번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어느 메뉴 또는 편집자 하위
메뉴가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메뉴로 돌아갑니다.

Test

누르면 테스트가 시작되거나 중지됩니다.

Save

현재 표시된 테스트 결과 저장, 현재 폴더 설정, 현재 파일 이름 설정, 결과 보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 키
(표시 아래)

표시장치에서 각 소프트 키(F1, F2 또는 F3) 위에 표시된 라벨은 해당 키의 현재
기능을 나타냅니다. 표시된 기능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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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60 테스트 모드
OTDR 모드
테스트 모드

테스트 중인 네트워크

FTTx-서비스
스플리터에 대한
또는 스플리터를
통한 테스트
(CS260-10 전용)

PON

설정

PON 파워메타
고객 섬유 고장 위치(섬유는 사용중 또는 다크 상태)

자동

전체 길이 및 손실
스플리터 손실
피더 섬유 고장 위치

반자동

고장 위치
전체 길이 및 손실
커넥터 손실 및 반사
스플라이스 손실

자동

OLT

PON

FTTx – PON 건설
(CS260-10 전용)

완전자동

응용 분야

메트로
접속

실시간

임의

단거리 고장 위치
첫 번째 커넥터 점검
퓨전 스플라이스 점검
기계적 스플라이스 조정

반자동

숙련가

임의

숙련된 OTDR 사용자를 위한 고급 포인트 투
포인트 및 FTTxPON 테스트

수동 또는
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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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60 주메뉴 표시 기능
주메뉴 페이지(CS260-10 모델 기준)
주메뉴 탭

페이지 헤더

시각

강조 표시된 탭은 현재 표시된
메뉴 페이지를 나타냅 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아이콘

CS260-10 전용

- 100%
- <100%
- < 10%

현재 강조 표시된 메뉴 옵션

[트레이스]를 누르
면 최근 본 OTDR 트레이스가
표시됩 니다.

[파일]을 눌러 저장
된 파일을 엽니다.

[USB]를 누르면 저장된 결과를 이전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OTDR이 PC에 연결됨)

OTDR 테스트 실행 및 보기 결과
테스트 시작하기
•

- Test 키를 누릅니다.

참고: OTDR 테스트가 시작된 후 몇 초가 지나야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며, 테스트가
완료되기까지는 설정에 따라 10초 이상 또는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중지하기
•

- Test 키를 누릅니다. 트레이스가 나타나기 전에 누르면 테스트가 중지되고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트레이스가
나타난 다음에 누르면 테스트가 중지되고 이벤트 테이블이 생성되어 부분적으로 완료된 트레이스가 표시됩니다.

•

Back 키를 누릅니다. CS260에서 테스트가 중지되고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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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정: 일반 OTDR 테스트 모드

설정
매개변수

일반 목적의 OTDR 테스트 모드

파장

CS260-10: 파장은 1625nm로 고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CS260-20: 테스트할 파장을 선택하십시오(1310 전용, 1550 전용 또는 1310 및 1550).

자동 설치

N/A
(해당 없음)

[Off]: 사용자가 모든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레인지로]: 사용자가 [레인지] 및 [해상도]를 선택하면 [펄 스 너비] 및 [평균]
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레인지

N/A: 자동

사용자가 OTDR 스캔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펄스 너비

[자동 설치] 매개변수가 [레인지로] 옵션으로 설정된 경우 자 동입니다.
[자동 설치] 매개변수가 [Off]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 설정입 니다.

평균

N/A: 자동
(자동으로
감지된
레인지를
기준으로 함)

해상도

N/A: 자동

사용자 설정 [높게] 또는 [보통]

완전자동

실시간

N/A: 1초
업데이트

숙련가

[자동
설치]가
[레인지로]일
경우
동 설치]가 [Off]일 경우 사용자 설정입니다.

자동입니다.

[자

레인지: 수동으로 설정할 때 [레인지]를 선택
하되, 테스트중인 파이버보다 20% 이상 길게 합니다.

평균 시간 [평균]: 평균 시간이 길수록 트레이 스가 더
깨끗해집니다.

펄스 너비 [펄스]: 더 깨끗한 트레이스(노이즈 를
줄임)를 얻으려면 펄스 너비를 더 넓게 선택 합니다.
서로 가까운 이벤트를 감지하려면 펄 스 너비를 좁게
선택합니다. (해상도 향상).

해상도: [높게] 해상도는 더 정밀한 이벤트 위 치에
대하여 가까운 데이터 간격을 제공하므 로 간격이
좁은 이벤트의 감지에 적합합니다. [보통] 해상도는 더
깨끗한 트레이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터링을 더 많이
사용하나 해상 도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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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정: FTTx PON OTDR 테스트 모드

(CS260-10 전용)

FTTx PON OTDR 테스트 모드 (CS260-10 전용)

설정 매개변수

PON 건설

서비스

파장

파장은 1625nm로 고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레인지

해당 없음: 자동입니다.

사용자가 OTDR 스캔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테스트

[고객 섬유 전용]으로 설정하면 분배기에 대해 서만
테스트합니다.
[분배기를 통해]로 설정하면 고객 및 피더 섬유 를
테스트합니다.

해당 없음: 늘 사용자 설정 레 인 지 에
대 해 서 만 테 스 트합 니다.

PON

[테스트] 매개변수를 [고객 섬유 전용] 옵션으 로
설정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테스트]를 [분배기를 통해]로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PON 분배율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PON 분배율을 설정 합니다.

분배기를 통해 테스트할 경우, 사용자는 더 넓 은 펄스
너비를 적용하여 트레이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 [
레인지]를 더 길게 하거나 [PON] 분배율을 더 높게
하면 됩니다.

레인지: 수동으로 설정할 때 [레인지]를 선택 하되,
테스트중인 파이버보다 20% 이상 길게 합니다.
펄스 너비 [펄스]: 분배기를 통해 테스트하는 경우,
펄스 너비는 [레인지]와 [PON] 분배 율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고객 단 락 섬유 전용(사용 중)
을 테스트하는 경우, 분 배기에 대한 레인지를 기준으로
자동 설정됩 니다.

평균 시간: 역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해상도: PON은 대부분 짧기 때문에, 더 정밀한 위치에
대해서는 해상도를 항상 높게(가까운 데이터 간격)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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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 모드: 트레이스 페이지의 기능
트레이스 페이지: OTDR 트레이스, A/B 커서 그리고 A와 B 커서
사이의 최대 반사율과 손실, 거리 표시

이벤트 테이블: OTDR 이벤트
측정값 표시

파일 이름(케이블 이름 + 파이버 번호).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 "새 트레이스"

요약 페이지: 전범위 연결
측정값 표시

테스트 파장
(빨간색이 현재 것임)
CS260-10 (1625 전용)

정보 페이지: OTDR 설정
매개변수, 시작 및 수신
케이블 데이터, 이벤트
임계값 표시

CS260-20 (1310/1550)

그리드 단위: 세로축에
dB/div가, 가로축에
거리/div 표시

A 및 B 커서
테스트중인 파이버

트레이스 그래
프 (빨간색이 현재 것임)

발신 케이블 (있을 경우)

수신 케이블 (있을 경우)

소프트 키 라벨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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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 모드: 트레이스 페이지의 기능
B 커서 위치
(활성 커서가 강조 표시됨)

커서 위치

A와 B 커서 사이의 거리

A와 B 커서 사이의 최대
반사율

A와 B 커서 사이 2점 손실

여러 파장 테스트의 경우,
이것을 누르면 활
성 트레이스가 전환됨

누르면 확대 및 이동 모드가 상호 전환됨. 이동
모드에서 키 라벨은[
확대]로 표시됨. 확대
모드에서 키 라벨은[ x 확대]로 표시됨.

누르면 확대 취소 또는 다시
확대됨

탐색 키
확대 모드
세로 확대(

이동 모드
A/B 커서
선택

)

A/B 커서
선택
가로
확대 (

가로
확대 (

)

활성 커서
이동

)

왼쪽
세로 확대(

)

참고: 확대는 현재 활성 커서 주변의 트레이스를 확대/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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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커서
이동
오른쪽

OTDR 모드: 이벤트 테이블 페이지의 기능
Full Auto(완전 자동) 또는 Expert(전문가) 테스트 모드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Event Table(이벤트 테이블)이
옵션으로 생성됩니다.
1. FTTx - In Service(FTTx - 서비스) 및 FTTx - PON Construction(FTTx - PON 구성) 모드(CS260-10
전용)에서 [Events(이벤트)]는 기본적으로 [Auto(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 Event Table(이벤트 테이블) 생성을 활성화하려면 Event(이벤트) 설정 탭에서 Event(이벤트)를 [Auto(자동)]
으로 설정합니다.
트레이스 그래프

이벤트 테이블 표시 사항:
각 이벤트의 [번호], 이벤트 [위치](사용자가 선택한 단위로
표시), 이벤트 [종류], [반사율] 및 [손실](dB로 표시) 그리고
손실/거리(dB/km)

여러 파장을 테스트할 경우, 이것을 누르면 파장이 전환돼
해당 파장에 대하여 이벤트 테이블이 표시됨

OTDR 모드: 요약 페이지의 기능
요약 페이지 표시 사항:
트레이스 그래프, 테스트중인 파 이버 [길이](사용자가
선택한 단위로 표시), [손실] 및 [ORL](dB로 표시)

여러 파장을 테스트할 경우, 이것을 누르면 파장이 전환돼
해당 파장에 대하여 [길이], [손실] 그리고 [ORL] 테스트
결과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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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R 모드: 정보 페이지의 기능
정보 페이지에는 테스트가 만들어진 방법이 표시됩니다.
•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설정 매개변수를 강조 표시합니다.

•

키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된 설정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이벤트 임계값...]은 제외).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이
매개변수를 변경하여 이벤트 테이블에서 위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완료되었을 때 [재계산 이벤트]를 누르면 이벤트 테이블이 재계산됩니다.

•

키를 누르면 하위 메뉴

A

가 표시됨

•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매개변 수를 강조 표시함

•

키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된 매 개변수를 변경함

• 완료되었을 때 [재계산 이벤트]를 누 르면 이벤트
테이블이 재계산됨

이들 필드에는 현재 설정 조건이 표시됨

A

여러 파장을 테스트할 경우, 이것을 누르면 파장이 전환돼
해당 파장에 대하 여 설정 조건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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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저장
파일 관리자 시스템
CS260 File Manager 시스템은 다음 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이름

설명 및 기능

작업

CS260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작업(폴더)을 나열합니다.
강조 표시된 작업 폴더를 열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

현재 열려 있는 작업 폴더에 있는 케이블(폴더)을 나열합니다.
강조 표시된 케이블 폴더를 열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결과

OTDR 트레이스(.SOR) 파일을 현재 열린 케이블 폴더에 나열합니다.
강조 표시된 결과 파일을 열거나(보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이름
으로 저장

다음 트레이스 그룹을 저장할 때 사용될 현재 작업, 현재 케이블, 파이버 번호가 나열됩니다. 최근
테스트에서 만들어진 '새' 트레이스를 저장하거나 최근 열린(메모리에서 불러냄) 트레이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일 관리자 - 작업 페이지
저장된 작업
(폴더)의 목록
강조 표시된 작업 폴더
이 필드에는
X/Y가 표시됨.
X = 강조 표시된 작업의
번호
Y = CS260 메모리에 있는
총 작업 수

누르면 다른 이름 으로 저장
페이지 가 표시됨

여유 공간(내부 메모리)

누르면 강조 표 시된 작업 폴더 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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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강조 표시된 작업
(현재 작업이 될 후보)이
열리고 해당 작업에 저장된
케이블 목록이 나타남

테스트 결과 저장
파일 관리자 - 케이블 페이지
저장된 케이블 (폴더)의 목록

( ..)을 선택하면 작업
페이지로 돌아감

강조 표시된 케이 블 폴더

여유 공간(내부 메 모리)
이 필드에는 X/Y가 표시됨.
X = 강조 표시된 케이블의 번호
Y = 현재 작업에
있는 전체 케이블 수

누르면 다른 이름 으로 저장
페이지 가 표시됨

누르면 강조 표시된 케이블 폴더가 삭제됨

강조 표시된 케이블(현재 케이블이
됨)을 열고 이 케이블에 대해
저장된 트레이스(.SOR) 파일
목록을 보려면 누릅니다.

파일 관리자 - 결과 페이지
저장된 결과(OTDR .SOR 파일
파일)의 목록

( ..)을 선택하면 케이블
페이지로 돌아감

강조 표시된 트레이스
이 필드에는 X/Y가 표시됨.
X = 강조 표시된 결과 파일 수
Y = 현재 케이블에서 총 결과
파일 수

여유 공간(내부 메모리)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가 표시됨
강조 표시된 트레이스나 결과 파일을
삭제하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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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표시된 트레이스를 열려면
누릅니다. 선택된 트레이스
파일을 열면 동일한 파이버
번호를 가진 모든 파장에 대한
트레이스를 엽니다.

테스트 결과 저장
파일 관리자 -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
작업 이름

현재 강조 표시된 문자

경로(두 엔드의 이름으로
만들 어짐)
CS260 위치:
End 1 또는 End 2

케이블 이름

파이버 번호 자동 증가 또는
사용자 설정

이전 및 다음 필드

누르면 현재 작업/케이블
페이지가 보임

테스트 결과를 저장할 때
누름
누르면 주메뉴로 돌아감

결과 저장
1
2

테스트가 완료되면 저장 키
를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를 불러냅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기존 작업/케이블 폴더에 저장하거나 새 폴더에 저장합니다.

기존 폴더

새 폴더

• [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현재
표시된 작업,
경로, 케이블
그리고 파이버
번호와 함께
테스트 결과를
저장합니다.

•

키를 사용하여 편집할 이전 / 다음 필드를 선택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작업/End1/End2/케이블 이름 필드 및
파이버 번호 필드에서 문자의 위치를 강조 표시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된 문자를 변경합니다.
•
-작
 업/End1/End2/케이블 이름과 파이버 번호가 현재 폴더에 있는 기존의 이름과 번호로
편집될 경우, [저장] 키를 누르면 CS260에 "파일을 덮어쓸까요?"가 표시됩니다.
•

-작
 업/End1/End2/케이블 이름이 새 이름으로 편집되는 경우, [저장] 키를 누르면 CS260은
해당 이름으로 새 폴더를 만듭니다.
참고: 새 폴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완료되면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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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x PON Power Meter (CS260-10 모델에만 해당함)
CS260-1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FTTx – In Service 모드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수신된 FTTx PON 파워가 1490 및 1550nm
로 표시됩니다. 다크 파이버 또는 라이브 파이버에 대해 사용자는 1625nm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PC로 전송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파일을 CS260에서 PC로 전송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제공된 A형 미니 USB 케이블로 CS260을 PC에 연결합니다. 미니 플러그를 CS260에 완전히 꽂아야 합니다.

2

CS260의 주메뉴에서 [USB]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3

PC의 바탕화면에서 내 컴퓨터를 엽니다. 이름이 [CS (X:)]인 새 이동식 드라이브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X:'는 PC에서
CS260에 지정한 드라이브 문자입니다.

4

[CS (X:)] 아래에 폴더 [RESULTS(결과)] 및 [SOFTWARE(소프트웨어)]가 나타납니다. [RESULTS(결과)] 폴더를 PC에
복사합니다.

5

[결과)] 아래에는 [TRACES(트레이스)]가 표시됩니다. [트레이스] 아래에는 OTDR 트레이스를 포함하는 모든
폴더가 표시됩니다.

참고: CS260과 PC를 연결하는 USB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USB 페이지에서 [취소] 소프트 키를 누르기 전에 PC의 시작
막대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른 다음 '안전하게 USB 대용량 저장소 장치 - 드라이브
(X:) 제거' 메시지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이 때, 'X'는 CS260에 지정된 드라이브 문자입니다.
자세한 작동 안내는 CS260 사용 설명서(제공된 CD와 www.AFLglobal.com에 나와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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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S Test and Inspection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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