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uke Networks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케이
블 테스트 장비의 정확도를 보장하고 가치를
극대화하십시오
개요
케이블 설치 계약업체로서 고객에 대한 보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무결성은 케이블 테스트 기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If you own a Fluke Networks™ Certification Tester, you know that Fluke Networks
products are top-quality, state-of-the-art test instruments. Fluke Networks 테스터라면, 정확도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귀하의 테
스터가 연례 캘리브레이션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Fluke Networks 이메일 또는 LinkWare Live™ 공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테스터를 캘리브레이션해야 합니까? 조정이 필요한 움직이는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내 검사기를
어떻게 조정 합니까? 꼭 Fluke Networks로 보내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연구소로 보내서 좀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이
러한 질문들은 특히 (Fluke Networks Gold support 프로그램의 회원이어서 캘리브레이션 및 수리 기간 동안 무료 대체 장비를 받
지 않는 한) 캘리브레이션하는 동안 테스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기기를 캘리브레이션하지 않았
을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몇몇 잠재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이 까다로운 허용치와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에게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테스터들 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와 고객, 배선 시스템 공급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캘리브레이션은 테스터의 정
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 장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의 주요 목적은 Fluke Networks 테스트 제품군에 불일치
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수리하거나 조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확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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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정을 합니까?
귀하의 조직이 ISO 9001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품질을 검증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측정 장비를 캘리브레
이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캘리브레이션은 국립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날짜
또한 테스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케이블 설치 및 보고서에 캘리브레이션 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주
장에 설득력을 잃게 되어 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배선 및 연결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은 테스트 데이터의 감사를 기반
으로 수년간의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 보증을 발행합니다. 보증을 받으려면, 유효하게 캘리브레이션된 기기를 사용하여 이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사양 및 시간 척도에 따라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면,
수천개의 링크를 성공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Fluke Networks 테스터는 저항기, 콘덴서, 집적 회로를 포함해서 안정적
인 부품으로 제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품들의 성능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온도, 습
도, 보관/운송 조건에 따라 기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어된 환경일지라도,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켜고 끌 때마다 테스터의 회
로는 더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합니다. 회로 기판이 먼지 또는 기타 외부 물질에 오염되거나, 기기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
우 부품이 손상될 수도 있고,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테스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증 테스트가 불량 링크에 대해 잘못된 합격을 부여한 경우, 그 시스템의 사용자는
네트워크 문제를 겪게 되며, 케이블 공장으로까지 추적됩니다. 귀사의 고객은 잘못된 링크에 관하여 귀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
할지도 모르며, 재작업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반면, 양호한 링크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귀사는 수리할 필
요가 없는 양호한 링크를 고치는 데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캘리브레이션된 기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
게 도와주며, 테스터가 처음 사용할 당시처럼 잘 작동하도록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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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Networks 공인 서비스 센터
전 세계에 13 Fluke Networks 공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구리 테스터의 캘리브레이션용으로 이 연구소들에는 각각 적어도
한 개의 구리 캘리브레이션 기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개의 공인 서비스 센터는 광케이블 테스터를 캘리브레이션할 수 있습니
다. DSX CableAnalyzer™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경우, Fluke Networks는 일련의 열일곱 개 테스트 장치를 귀사의 기기에 연결합
니다(그림 1). 이러한 테스트 장치를 캘리브레이션 아티팩트라 칭합니다. 각각의 사용자 정의된 아티팩트는 NEXT 및 FEXT, 삽
입 손실, 반환 손실, 감쇠 및 관련 주파수 전역에 걸친 모든 4쌍의 저항과 같은 상이한 측정을 테스트하고 캘리브레이션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각각의 아티팩트는 복잡한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리 캘리브레이션 아티팩트의 완전한 세트 가격은 총
10,000달러입니다.

그림 1 - 구리 캘리브레이션 기지. 열일곱 개의 사용자 정의 설계된 아티팩트가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Versiv 장치에 차례차례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 휠 설정은 생산 물량을 다루기 위해 공장에서만 사용됩니다. 광케이블 캘리브레이션 기지는
HEPA(고효율 입자 공기) 필터 및 정전기 커튼을 포함하는 먼지 감소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각의 광케이블 캘리브레이션
기지는 Fluke Networks 엔지니어들이 엄중한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정한 수많은 기기 및 어댑터를 포함해서
80,000달러가 넘는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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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광케이블 캘리브레이션 기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지 주변 여과 시스템 상부에 설치된 비닐을 주목하십시오. Fluke
Networks는 일부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개조해서 정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왜 Fluke Networks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캘리브레이션 합니까?
Fluke Networks 공인 서비스 센터는 비공인 테스트 연구소에 비해 수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포함 사항: Quality of Calibration
When you send a copper or fiber tester to a Fluke Networks authorized service center, we precisely calibrate your instrument
to factory specifications, using a full range of proprietary test procedures and custom equipment. 비공인 연구소는 Fluke
Networks의 독점적인 테스트 장비 및 절차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길이 또는 저항과 같은 기본적인 측정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으면, 주파수 전 영역에 걸친 제품의 정확도를 테스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they may only test your
product at 10, 100, 1000, and 2000 MHz, where a Fluke Networks authorized service center would test at hundreds of
frequencies, from 10 through 2000 MHz. Knowledge of Product and its Limitations Our calibration procedures and artifacts
are based on Fluke Networks product designs, and on the mammoth amount of data we collect from calibrating tens of
thousands of units over years of usage. 저희는 당사 제품에서 발생하기 쉬운 곳의 부정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절차를 맞춥니
다. 비공인 테스트 연구소는 동일한 심도의 지식이 없을 것이며, Fluke Networks 제품에 대해서 어떤 측정과 주파수 조합으로 테
스트할지 또는 어떤 부정확도를 살펴봐야 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Traceability and Integrity The artifacts and equipment
used for calibration must occasionally be calibrated themselves, to ensure that they will continue to accurate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Fluke Networks testers according to national standards. 매년, 당사 공인 서비스 센터는 그들의 아티팩트를 워
싱턴주 에버렛에 있는 Fluke 미국 서비스 연구소에 보내서, Fluke Everett Primary Electrical Laboratory 또는 국립표준기술연구
소(NIST)에 따른 좀 더 정확한 표준에 대해 정확도를 테스트합니다. 비공인 테스트 연구소는 국립 표준에 따른 캘리브레이션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측정에 대한 정확도의 인증을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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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당사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 중인 열일곱 개의 구리 아티팩트 중 하나. 보호를 위해 비닐막에 싸여 있음. Product
Change Notices Fluke Networks immediately informs all authorized service centers of any product changes or issues, and how
to fix them. 예를 들어, 특정 기기를 몇 차례 떨어뜨리면 배터리 접점이 변형되어 배터리와 장치 간 연결이 미덥지 않게 되는 경우
를 최근 발견하였습니다. Fluke Networks 엔지니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모든 공인 서비스 센터에 통보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들어온 모든 장치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공인 테스트 연구소는
Fluke Networks로부터 제품 변경 통보를 받지 못하므로, 귀사에게 제품 변경을 알릴 수도 없고 귀사의 기기에 대한 예방 정비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Product Fixes and Upgrades At Fluke Networks authorized service centers, the engineers don't simply
test your instruments. 측정이 부정확하면, 정품 서비스 부품을 사용하여 필요한 조정 및 수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모든 액세서리를 테스트해서 불량일 경우 교체하며, 테스터를 청소하고, 성능을 검증합니다. 비공인 테스
트 연구소는 귀하의 기기를 테스트해서 특정 측정치가 표준에서 벗어나 캘리브레이션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알려줍니다. 하
지만 그들은 귀사가 Fluke Networks 기기에 기대하고 있는 정확도 수준을 보장하는 필수 수리 또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습
니다.

Figure 4 - Data collected from a single Versiv unit after testing from just one of the seventeen artifacts.

캘리브레이션 표준 연구소용 캘리브레이션
Fluke의 캘리브레이션 기기는 정확하기 때문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국립 표준 연구소에서 캘리브레
이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캘리브레이션 표준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표준을 정하기 위해 Fluke 장비에 의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캘리브레이션 아티팩트들은 Fluke Everett Primary Electrical Laboratory에서 자체 캘리브레이션되며,
이곳에서 엔지니어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여 전 세계 최고 수준 표준 기구가 수행하는 것처럼 주요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ur products provide the most accurate measurements in every link in the traceability chain, from the national laboratories to
you Calibration is a smart choice, with a high Return On Investment (ROI).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노동, 비용, 고객 불만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네트워크 테스트 효율이 떨어집니다. 테스트 기기를 캘리브레이션하면 측정이 항상 가장 정확하며
제품이 항상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캘리브레이션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테스터를 고장나
게 할 수 있는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가동 중단 시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Fluke Networks만이 당사 테스터 제품 및
정확도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장비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F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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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만이 귀하의 제품을 적절히 서비스하고 제조업체가 게재한 모든 사양에 맞게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Fluke
Networks 테스터 및 당사 캘리브레이션 서비스를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support/service-centers를 참조
하십시오.

Fluke Network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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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ke Networks에 대하여
Fluke Networks는 중요한 네트워크 배선 인프라의 설치 및 정비를 하는 전문가를 위한 인증, 문제 해결
및 설치 도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최고급 데이터 센터를 위한 설치부터 혹독한 기후
하의 복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전설적 신뢰성 및 독보적 성과의 결합은 고객의 모든 작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은 현재까지 1,400백만 이상의 결과가 업로드
된 혁신적인 세계 제일의 클라우드 연결 케이블 인증 솔루션인 LinkWare™ Live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800-283-5853 (US & Canada)
1-425-446-5500 (국제)
http://www.fluke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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