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DR 기능과 MTDR 기능을 동시 수행
한글 메뉴 지원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용이함
2개의 커서를 이용한 손쉬운 측정
전용PC프로그램 “나노웨이브”제공
RS-232C 또는 USB를 이용한 PC 인터페이스

5.6인치 TFT Color LCD
생활방수 팩킹박스
외부충격에 강한 외장케이스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저전력 소모 및 효율적인 전원관리 기능
보조배터리 사용시 사용시간 2배(10시간)연장 가능

파장
Fiber Type
광케이블 커넥터 종류
최대측정거리
최대해상도
Dynamic range
펄스폭
측정시간
Attenuation deadzone
Event deadzone
측정정밀도
Attenuation detect accuracy
측정데이터 저장
IOR setting
측정 범위
최대 수평 해상도
측정 정확도
Test mode
펄스폭
최대 파형 저장 용량
출력 임피던스
입력 대역폭
유효 샘플링 속도
입력 이득
화면 갱신 속도
선로 전송 속도 설정

선로 연결 단자
화면 형태
데이터 전송
전원
배터리 사용 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아답터 입력
아답터 출력
사용 온도
저장 온도
습도
무게
크기

1310/1550nm
Single-mode
FC/PC 혹은 SC/PC로 선택가능
100km
10cm
34/32dB
10ns, 40ns, 100ns, 200ns, 500ns,
1㎲, 2㎲, 5㎲, 10㎲, 20㎲
15s, 30s, 1min, 2min, 3min real time
18m
8m
±0.1% ±10cm of reading < 100m
±0.1% of reading >100m
±0.1dB
50개
1.0000 ~ 1.9999 (in 0.0001 step)
3.2m ~ 20,000m(동축케이블 적용 시)
*최대 측정 범위는 측정 대상케이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cm (variable up to 50m)
±0.1% of reading ± 0.1m (동축케이블 적용 시)
*측정 정확도는 측정 케이블의 실질적인 VOP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1, L1&M, L1-M, M
5ns, 15ns, 45ns, 100ns, 200ns, 500ns, 1㎲, 2㎲, 5㎲, 10㎲
최대 100개
50Ω, 70Ω (설정 가능)
300MHz
1GS/s
66dB 이상
최대 3회/초
VOP (PVF): 30.0 ~ 99.9% (in 0.1% step)
V : 90 to 300m/㎲
V/2 : 45 to 150m/㎲
BNC female
5.6″Color TFT LCD
USB
7.6V, 8800mAh, Li-ion 충전용 배터리팩(기기내장) / AC adapter
5 시간 (보조 배터리 사용시 10시간)
6 시간
전압 : AC 110 ~ 240V (자동 조절)
주파수 : 50/60Hz (자동 조절)
전압 : DC 15V (+5%)
전류 : Max.1A
－10℃(＋14℉) ~ ＋50℃(122℉)
－20℃(－4℉) ~ ＋70℃(158℉)
< 95%
2.7 kg
267mm(10.5") x 247mm(9.7") x 127mm(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