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BER OPTIC SPLICE CLOSURE
MRN & SRN모듈 접속함 (VSOF-T605A)
1. 탈피지점 표시
상판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약 130cm 지점에 테
여장판 Ass'y

이프를 감아 케이블 탈피지점을 표시한다.

2. 외피 가스켓 삽입
케이블을
끼운다.
메인가스켓

하판

부속품으로

있는

1구

가스켓에

*기본적으로 함체에는 더미가스켓 장착되어
있다.

3. 열수축튜브 삽입

컬러보호튜브

열수축관과 케이블을 고정시키기 위해
여장판밴드

1구 가스켓

사포

가공행거

열수축블리브

미리 열수축튜브를 삽입한다.

크리닝티슈

열수축튜브
구리스

방습제

4. 케이블 외피 탈피

케이블타이

탈피공구를 사용하여 표시된 지점으로부터
바인드머리나사
스파이럴튜브
열수축관

테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루즈튜브와 인장선
을 제외한 방수사와 아라미드얀을 제거한다.

은박테이프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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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심인장선 절단

9. 케이블 외피 삽입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약 10cm 지점에서 중

외피가스켓이 장착된 광섬유케이블을 접속
함체 인입구에 밀어 넣는다

심인장선을 절단한다.

6. 루즈튜브 탈피

10. 중심인장선 고정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약 4cm 지점에서 루

T/M지지대에 인장선을 놓은 후 T/M커버에
인장선 맞춰서 볼트로 고정시킨다.

즈튜브를 탈피한 후 광섬유에 묻어있는 젤
리를 닦아낸다.

※ 양쪽 인입 케이블의 중심인장선을 하나의
T/M에 같이 고정

7. 컬러보호튜브 삽입

11. 케이블 고정

루즈튜브 종단부까지 컬러보호튜브를

열수축관을 하판에 고정시킨 후 케이블을
열수축관 위에 올려놓는다.

삽입한다.
※ 보호튜브 길이 : 55cm (제공된 보호튜브를
잘라서 사용)

8. 컬러보호튜브 고정

12. 열수축관 고정

케이블 종단부 주위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열수축관을 하나 더 케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로 고정시킨다.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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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OPTIC SPLICE CLOSURE
MRN & SRN모듈 접속함 (VSOF-T605A)
13. 보호튜브 여장 정리

17. 모듈 장착
MRN모듈과 SRN모듈을 슬라이드형식으로 밀

여장판 지지대를 들어 올리고 함체의 하부

어 넣는다.

공간을 이용하여 보호튜브를 알맞게 여장한
다.

14. 보호튜브 고정

18. 모듈 고정

보호튜브의 끝을 여장판 인입부에 고정하여

접시머리나사 M2.6xL6를 이용하여 모듈을 고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어 준 후 케이블타

정시킨다.

이의 남은 부분을 니퍼로 잘라낸다.

19. 스파이럴튜브 고정

15. 심선 여장

스파이럴튜브의 끝을 여장판 인입부에 고정하

케이블의 심선을 여장한다.

여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어 준 후 케이블
타이의 남은 부분을 니퍼로 잘라낸다.

20. 광섬유 접속 및 여장정리

16. 지지대 고정

광섬유를 접속공법에 따라 접속하고 슬리브의

TM지지대와 연결된 90도 브라켓을 회전시

고정을 완료한다. 광섬유는 8자말기를 적용하

켜 여장판지지대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

여 여장부에 여장한다.

킨다.

*조가선 취부 작업시

5

6

7

8

21. 슬리브 고정

25. 사포 작업

3개의 슬리브를 적층

열수축튜브가 잘 달라붙게 만들기 위하여
사포를 사용하여 열수축관과 케이블에 사
포질을 해준다.

SRN 2

22. 슬리브 정리

26. 열수축튜브 히팅

MRN: 1번,

토치를 사용하여 열수축튜브에 열을 가한다

SRN 1 SRN 1: 2~7번
MRN

SRN 2: 8~13번

23. 여장판 커버 고정 및 선번 기록

27. 행거 결합

접속여장 작업완료 후 여장판 커버를 고정

볼트를 사용하여 2개의 행거조립한다.

한 후에 부착된 선번장에 작업내용을 기록
한다.

24. 함체 상,하판 조립
하판 위에 상판을 덮은 후 볼트를 T렌치
및 전동공구로 조립한다.

지중행거
가공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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