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ber Optic Splice Closure
VSOF-BS603BD 시공설명서 (A4))
T/M

5. 여장판 지지대 개방

클립 핸들

바디

새들

여장판 지지대의 후크 부분을 눌러 여장판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아라미드 얀
고정 브라켓

6. 열수축관-상측 분리

열수축관

함체에 결합되어 있는 열수축관의 나사를 풀어
상측부를 분리시킨다.
또한 함체내부 좌/우측에 있는 T/M너트를
분리시킨다.
여장판

분리

커버

7. 케이블가스켓 홀 생성
함체로부터 케이블가스켓을 분리한 후
꼭지 부분을 강하게 당겨 홀을 생성한다.

칼라보호튜브

케이블타이

오픈 툴

진공그리스
그리스 붓

열수축슬리브

8. 케이블가스켓 절개
지퍼형 열수축튜브 SET

그림과 같이 케이블가스켓의 중앙부분을
절개한다.

가공행거
결합볼트
가공행거

스파이럴튜브

1. 함체 개방

9. 그리스 도포

부속으로 제공된 오픈툴을 사용하여 커버를
젖혀 함체를 개방한다.

케이블가스켓의 측면과 절개된 부분에
그리스를 도포한다.
또한 광케이블과 케이블가스켓이 접촉하는
부분에도 그리스를 도포한다.

2. 가공행거 결합

10. 광케이블 삽입

부속으로 제공된 볼트를 사용하여
함체 양 측면 상단부에 가공행거를 조립한다.

광케이블을 가스켓의 절개된 부위에 삽입한다.

※ 가공행거 방향 주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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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가선에 거치

11. 케이블가스켓 삽입

가공행거를 조가선에 거치한 후 볼트를 조여
고정한다.

케이블가스켓을 함체에 삽입한다.
케이블가스켓 윗부분에 그리스를 도포하고
메인가스켓을 본래 위치에 삽입한다.

4. 광케이블 탈피

12. 중심인장선 고정

광케이블을 중간분기 공법으로 탈피한다.
MSLT케이블의 피복에 표시된 기호(∇)
부분에서 좌/우 1.5m 씩 총 3m 탈피한다.
• 케이블 피복 탈피 길이 : 약 3m
• 중심인장선 길이 : 약 10cm
• 아라미드 얀 길이 : 약 10cm

중심인장선을 T/M 홈 부분에 위치한 후
분리되어 있던 T/M 너트를 조여준다.
드라이버 등으로 한번 더 조여 중심인장선을
완전히 고정한다.
남는 중심인장선은 짧게 절단한다.

VSOF-BS603BD-Manual Rev.0

TEL: 031-288-3480

All rights reserved by VISSEM Electronics Co. Ltd.

FAX: 031-283-7844

www.vissem.com

1P

Email: opticube@vissem.com

Fiber Optic Splice Closure
VSOF-BS603BD 시공설명서 (A4))
13. 아라미드 얀 고정

21. 여장판 폐쇄

아라미드 얀을 시계방향으로 나사 몸통부에
휘감은 후 볼트를 조여 고정한다.

여장판밴드를 묶은 후, 여장판지지대를 닫는다.

※ 아라미드 얀은 좌/우측 인입구에 상관없이
항상 시계방향으로 휘감는다.

14. 열수축관 상 결합

22. 함체 폐쇄

분리되어 있던 열수축관 상측을 본래 위치에
결합하고 나사를 조여준다.

개봉의 역순으로 함체를 폐쇄한다.

15. 유니트 탈피길이 표시

23. 케이블 표면 정리

유니트 중간분기 탈피를 위해 그림과 같이
여장판 인입구 부분에 탈피지점을 표시한다.

사포를 사용하여 케이블표면을 다듬는다.
알코올 티슈 등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16. 유니트 탈피

24. 은박테이프 삽입

유니트를 중간분기 탈피한다.

열수축튜브 가열 시 고열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은박테이프를 씌운다.

결합

은박테이프

※ 은박테이프 위치

17. 스파이럴 보호튜브 삽입
스파이럴 보호튜브를 약 10cm 정도 절단한 후
양쪽 유니트에 삽입한다.

은박테이프의 녹색선이 열수축튜브
끝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18. 유니트 안착

25. 지퍼형 열수축튜브 삽입

스파이럴 보호튜브를 여장판 인입구에 안착
시킨 후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지퍼형 열수축튜브를 공법에 따라 삽입한 후
토치를 사용하여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고르게 열을 가한다.
가열 방향

19. 심선 정리

26. 광케이블 종단 작업

분기 작업 시 편의성을 위해서
심선을 8자 형태가 되도록 정리한다.

이후 작업부터는 기존 함체의 작업방식으로
광케이블의 종단작업을 실시한다.

20. 모든 유니트 반복작업
위 15~19번 과정을 다른 유니트에도 반복하여
작업한다.
모든 유니트의 심선이 여장판에 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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