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000i 디지털 분석
광 현미경
자동 광 단면 검사 및 합격/불합격 분석

광 네트워크 문제의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큰 원인은 파이버 커넥터의 오염입니다.
IEC에서는 허용되는 광 단면 품질
표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복잡하며 주관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yy 광 단면 검사로 파이버 품질 및 광 단면 품질
검사와 인증이 가능해 기술자에 의한 즉석
파이버 전문성 확보
yy 파이버 연결이 산업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증하여 물리 레이어 성능 보장

P5000i는 산업 표준과 사양에 따라 파이버 커넥터의 광 단면을 자동으로 검사 및 인증하는 디지털

yy 빠르고 쉽고 객관적인 테스트로 혼란 제거

휴대용 현미경입니다. 이 디지털 현미경은 버튼을 눌러 즉석에서 합격/불합격 결과를 확인할 수

yy 지능형 내시경을 사용하여 기존 Viavi 테스트
플랫폼과 함께 광 단면 품질 인증

있어, 주관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추측 작업이 필요치 않습니다.
T-BERD®/MTS-2000/4000/5800/6000A, HST-3000 및 랩탑/PC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과 호환되는
P5000i는 기존 테스트 절차에 쉽게 통합되는 고속의 반복 가능 분석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이미 파이버 커넥터 인증에 Viavi Solutions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의 테스트, 현장에서의 테스트 등, 관계 없이 P5000i는
파이버를 취급하는 기술자들에게 간편한 테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yy 기술자들이 단번에 올바른 결과 확보;
콜론이나 하이픈으로 대체 우수 사례 활용,
작업의 질 개선, 해당 워크플로우 최적화
yy 파이버 구성 요소와 장비 손상 방지로 장비
수명 연결 보증 및 네트워크 투자 보호
주요 기능
yy 반복 가능한 합격/불합격 분석으로 측정
프로세스에서 주관적인 추측 의존도 제거

객관적인 테스트로 추측 의존도 제거

yy 사용자 선택 가능한 허용 프로파일로 허용
기준에 대한 인증 지원
합격 또는 불합격

불합격 – Zone A(코어)
내의 입자에 의해 발생

yy FiberChekPRO™ 소프트웨어 포함,
PC/랩탑을 사용한 분석과 보고에사용
yy 자동 이미지 센터링으로 항상 광 단면을 화면
중앙에 맞추는 것이 가능
yy 상세 보고서 생성을 통한 결과 인증 및 문서화
yy 이중 확대 (200X 및 400X) 배율 조절
기능으로 높은 수준의 상세 검사와 분석 가능
yy 확대 토글 버튼으로 실시간 분석 및 보기
모두 분석의 손쉬운 전환이 가능
yy FBPT 시리즈 팁, 오늘날의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모든 광 커넥터 유형을 폭넓게 지원
yy 인체 공학적 초점 제어 휠 채택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밀하고 손쉬운 초점 품질 최적화가
가능

Data Sheet

세계 최고의 다기능 합격/불합격 분석 솔루션
P5000i는 기존 테스트 절차에 쉽게 통합되는 고속의 반복 가능 분석을 통해 광 커넥터와 광 단면이 산업 표준을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필수 테스트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Viavi 테스트 솔루션에서 작동합니다. 별도의 추가 어댑터 없이 USB 포트를 통해
T-BERD/MTS-2000/4000/5800/6000A, HST-3000 또는 랩탑/PC와 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파이버 테스트 솔루션

액세스 솔루션

PC/랩탑
FiberChekPRO로 구동

메트로 테스트 솔루션

사양
주문 정보

운용 온도(25°C에서 통상)
무게

110 g

제품 번호

설명

치수(w × h × d)

140 x 46 x 44 mm

FBP-P5000i

저배율 FOV(Field-of-View)

가로: 740 μm
세로: 550 μm

P5000i 디지털 분석 광현미경(FiberChekPRO SW 포함)

FBP-SD101

고배율 FOV(Field-of-View)

가로: 370 μm
세로: 275 μm

키트: P5000i(FiberChekPro SW 포함),
검사용 팁 4 개, 케이스

FBP-SD103

라이브 이미지

640 x 480 fps

키트: P5000i 및 MP-60(FiberChekPro
SW 포함), 검사용 팁, 어댑터, 케이스

커넥터

USB 2.0(USB 1.1과 호환)

FBP-SD113

코드 길이

183 cm

키트: P5000i 및 MP-80(FiberChekPro
SW 포함), 검사용 팁, 어댑터, 케이스

카메라 센서

2560 x 1920, 1/2.5인치 CMOS

FBP-MTS-101

키트: P5000i(FiberChekPro SW 포함),
검사 용 팁 7개, 케이스

입자 크기 감지

<1 μm

광원

Blue LED, 100,000시간 이상의 수명

조명 기술

동축

전원

USB 포트

인증

CE

유지 보수 기간

1년

문의:

+82 2 6676-7099

가까운 Viavi 사무실에 연락 하시려면,
방문: viavisolutions.com/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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