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매뉴얼
SWIFT KR��A

광섬유 융착접속기

본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으신 후
SWIFT KR��A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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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 ��� ����-�
Website        www.uclswift.com
E-mail           sales@uclswift.com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기종명                                               사용자 안내문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 매뉴얼



안전을 위한 안내

제품 사양 및 구성
   제품 사양
   제품 구성품

제품 안내
   각  부분별 명칭
   기능 버튼

사용설명 
   전원 공급
   배터리 잔량 체크
   전원 ON/OFF 방법
   슬리브 로더와 냉각대 장착
   광섬유 세척
   보호 슬리브에 광섬유 삽입
   광섬유 홀더 안착 및 탈피
   광섬유 절단
   융착기에 광섬유 장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섬유 접속 절차
   접속된 광섬유 분리
   보호 슬리브 가열  
   
접속 품질 유지
   접속 전 청소와 점검
   정기적 점검과 청소

메뉴
   팝업 메뉴
   접속
   히터
   탈피
   접속 결과 
   옵션
   교정
   전극봉
   설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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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세지
   광섬유가 너무 더럽습니다 
   광섬유를 올바른 위치에 다시 장착하십시오 
   광섬유가 너무 깁니다
   광섬유 각도 오류
   광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섬유의 편차가 심합니다
   심선 수 불일치  
   기포 발생 
   간격 제한 초과

융착 문제점 해결
    손실치가 높을 경우
    융착 동작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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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과 질문
    전원 
    접속
    슬리브 히터 
    기타

보증 기간과 수리
    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송
    수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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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KR��A는 실내 또는 실외의 작업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쉽지만, 
안전사고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본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
Swift  KR��A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용자 설명서는 안전한 접속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비의 손상과
개인적 또는 물리적인 손실에 대하여 
유씨엘스위프트(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상
본 사용설명서를
제품과 함께
소지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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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에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끄고 유씨엘스위프트(주)로
연락 바랍니다. 
· 연기, 역한 냄새, 소음 또는 이상 과열 현상.
· 장비 안에 이물질 또는 액체가 떨어진 경우.
· 융착기의 낙하 또는 손상을 입었을 경우.

AC 전원코드는 Swift KR��A과 같이 제공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나 전기적 충격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wift KR��A에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전극봉을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전극봉에서 
발생하는 고전압과 고온은 심각한 쇼크나 
화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AC 플러그, AC 전원선과 융착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AC 전원 선을 배터리에 연결하십시오.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단자에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불완
전한 연결은 연기, 감전, 화재, 장비의 손상 또는 
심각한 부상,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맞은 전원을 사용 하십시오. 전용 어댑터의 
AC 전원은 AC���-���V, ��~��Hz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AC 전원을 검사하십시오. AC 
전원의 출력 전압이 높거나 비정상정인 주파수
가 발생할 경우 제품이 손상되고 사용자 또한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AC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회로테스터를 
사용하여 AC 출력 전압을 측정하고 또한 정기
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AC 전원 
선을 무리 하게 잡아 당기거나 가열, 변형시키
지 마십시오.  손상 입은 전원 선을 사용 할 경우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core AC
전원 코드를 사용하시고 절대 �-core 전원코드, 
케이블과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C 어댑터와 배터리 또는 Swift  KR��A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변형은 화재나 전기적 충격 

경고! 또는 부상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시 다음의 안내를 참조 하십시오.
· 유씨엘스위프트(주)에서 공급되지  않은
   부적합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연기, 장비의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화상이나 부상,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불이나 소각장에 버리지 마십시오. 
· 화염 옆에서 배터리를 충전 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배터리가 �시간 정도에 완전히 충전되지 
   않거나 녹색 LED가 켜지지 않는다면, 즉시 
   충전을 중지하시고 유씨엘스위프트(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중에는 AC어댑터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전용 AC 어댑터(F�-�)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AC 전원 코드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전류가 장비 손상 및 부상을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유해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있는 곳에서 Swift  
KR��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적 방전으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KR��A를 청소할 때 압축공기나 또는 압축
가스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반 전에 케이스 벨트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주의

프레온 가스 분사 주의

고전압 주의

안전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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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가 손상되어 운반 케이스를 떨어뜨리면 장비 
손상이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접속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보호 안경을 착용 하십시오. 만약 
광섬유 조각이 눈이나 피부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KR��A를 높은 온도나 화염 주변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상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슬리브 히터에 보호 슬리브를 가열하는 중이나 
후에 슬리브 히터나 보호 슬리브를 만지지 
마십시오. 고온으로 인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곳에  KR��A를 두지 마십시오.
장비를 떨어뜨리는 경우 상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킵니다.

 KR��A는 정밀하게 조절하고 정렬하여 다뤄
야 합니다. 또한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KR��A를 옮기거나 보관하는 운반 케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운반 케이스는 보관과 운반 중 
습기, 진동, 충격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손상을 막습니다.

주의!

안전을 위한 안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극봉을 교체 하십시오.
· 지정된 전극봉 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새 전극봉을 정확한 위치에 놓으십시오.
· 전극봉은 한 쌍으로 교체하십시오.

위 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접속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물 렌즈, V-Groove, LCD 모니터, 몸체를 
청소하는데 에틸 알코올 (��%이상)을 제외한 
다른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변형, 변색,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나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장비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이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KR��A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화재나 감전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
다.  반드시 유씨엘스위프트(주)와 상의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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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및 구성

제품 사양
항목                설명

리본

SM(G.���), MM(G.���), 
DS(G.���), NZDS(G.���)

광섬유 정렬

광섬유 종류

광섬유 심선 수 단심, �~�� 리본 FIBER

광섬유 직경

광섬유 절단 길이

접속 모드 접속 모드: ���
히터 모드: ���
탈피 모드 : ��

��mm

약 ��초 (SM모드 ITU-T G.���)

가능

융착 시간

융착 손실 측정

인장 강도 �N/ �.�N (옵션)

보호 슬리브 ��mm, ��mm 광섬유

데이터 저장

슬리브 히팅 시간 �~� 심: �� 초 이내
�~�� 심: �� 초 이내

내부 메모리 ��,���회 저장 가능
(이미지 ��,���장 저장)

SM: �.��dB, MM: �.��dB,
DS: �.��dB, NZDS: �.��dB

> ��dB (Typical)

접속 손실

반사 손실

단심 : 클래드 직경 ���μm, 
            코팅 직경 ���μm & ���μm
리본 : 클래드 직경 ���μm,   
            섬유 두께 �. ��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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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습도: �~��%

저장 조건

고도: �~�,���m
온도: -��℃~��℃
습도: �~��%,
풍속: ��m/s
Non-condensing,
Dust proof, Water proof,
Shock proof

작동 조건

디스플레이 � CMOS 카메라와 �인치 컬러 LCD
정전 터치 스크린 모니터

크기 ���(W) x ���(L) x ���(H)mm 
(rubber 제외)

광섬유 배율 ��X, 최대 ��X

무게 �.�kg (배터리 포함)

��� ~ ���V AC전원

연결단자 USB, 
외부 전원 (DC ��V 차량용 시거잭 연결)

전극봉 수명 최대 �,���회

절단기 CM-��RT

절단기 블레이드 수명 최대 �,���회

�,���mAh 배터리 사용 시 ���회
�,���mAh 배터리 사용 시 ���회

배터리 용량

제품 사양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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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품
기본 구성품

품명

SWIFT KR��A

Download from
UCL Swift Website
(uclswift.com)

융착 접속기

사용설명서

배터리 �,���mAh

운반 케이스

AC 어댑터 -

공구 박스 -

Hard Case

냉각대 -

예비 전극봉 EI-��

�

�

�

�

수량

�

�

�

� pair

� pair화이버 홀더 H�-series
-

USB 케이블 -

모델명

배터리

절단기 블레이드

K����(�,���mAh)

BI-��

부가 구성품

EI-��

DC ��V available for car cigar jack

전극봉

외부 전원

슬리브 R-F��  (��mm)

화이버 홀더 H�-�-��, H�-�-��, H�-��-��, 
H�-���-��, H�-���-��, H�-�.�-��, 
H�-IN-��, H�-�-��, H�-�-��, 
H�-��-��,MPO-��, KR�-��

와이파이 카드

슬리브 클램프 -

WBM-��

리보나이징 홀더 키트 -

리본 세퍼레이터 IRS-��

품명 모델명

제품 사양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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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각 부분별 명칭

슬리브 히터 SD 카드슬롯 DC OUT Data Sync

잠금 레버 배터리 잔량 표시

탈피부

세척부

방풍 덮개

모니터 (터치 패널) 배터리

절단부

안전을 위한 안내

제품 사양 및 구성
   제품 사양
   제품 구성품

제품 안내
   각  부분별 명칭
   기능 버튼

사용설명 
   전원 공급
   배터리 잔량 체크
   전원 ON/OFF 방법
   슬리브 로더와 냉각대 장착
   광섬유 세척
   보호 슬리브에 광섬유 삽입
   광섬유 홀더 안착 및 탈피
   광섬유 절단
   융착기에 광섬유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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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버튼

접속 실행 명령 키입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접속 기능을 초기화합니다.

메뉴 화면을 불러옵니다.MENU

SET

RESET

히터 커버슬리브 히터

블레이드

H-Connector
Block

HEAT

탈피부 히터의 전원공급을 합니다.

Slide
Cover

Slide Base

전극봉

Ribbon
Block

히터커버

히터

제품 안내

전원 ON/OFF 하려면 약 �초간 
누르십시오. 전원 ON 상태에서
약 �초간 누르면 LCD 모니터가
꺼진 후 � ~ �초 후에 전원이
꺼집니다.

슬리브 히터를 작동시킵니다.



��

탈피부

Swift KR��A의 자동 탈피부는 단심 및 다심 광섬유의
정밀한 끝단 탈피를 자동으로 구현합니다. 본 탈피부는
뛰어난 광섬유의 인장력과 탈피된 광섬유의 표면에 Crack이 
발생하지 않으며 광섬유의 탈피 길이는 ��.�mm까지 탈피가 
가능합니다. 본 장비의 최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기는 물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습기나 먼지에 취약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본 제품은 고온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제품의 청소 시 고무 부위에 알콜 외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μm

Max ��.�mm�

� � ~ �� sec

� �� °C ~ ��� °C

�  �kgf

� ���μm, ���μm

No. 설명

Applicable Fiber Diameter

Strip Length

Heating Time

Heat Temp. Range (HEATING TYPE)

Tensile Force after Stripping

Applicable Cable Diameter

항목

제품 사양

제품 안내



��

작동 순서 (탈피)

�  그림과 같이 탈피부 콘트롤에 전원을 인가 후 heater를 
    예열합니다. 또한 heater cover, slide cover를 열어 
    사전 준비를 하십시오.
�  Holder에 탈피하고자 하는 광섬유를 그림과 같이 장착
     하십시오. 이때 최소 탈피 길이는 ��㎜ 이상으로 합니다.

* �� Type
�  슬라이더의 안착부에 광섬유가 장착된 holder를 안착 후 slide cover를 닫습니다.
�  Heater cover를 닫으면 셋팅된 시간 동안 fiber를 heating 후 slider부가
    이송하며 탈피가 진행됩니다.
�  탈피가 완료되면 slide cover를 열고 탈피된 광섬유가 장착된 holder를
     탈거합니다. 이어 heater cover를 열면 slider부가 초기상태로 이동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heater부 및 blade부를 
부드러운 브러쉬 등으로 탈피 된 피복잔재를 
제거하십시오. 이때, blade 부분은 
예민하므로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안내



유지 보수

블레이드 교환 방법 및 조정

제품의 취급 및 보관

� 주요부(blade, heater 등)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 및 운반, 보관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부(blade, heater 등)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 및 운반, 보관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시 주요부는 브러쉬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보관시에는 청결한 상태로 항상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보존하십시오.

��

�  Blade의 수명이 다 하면 그림과 같이 bolt를 풀어 
     탈거합니다. 이때 slide부를 좌측으로 이송 후 진행하십시오.
�  새로운 blade를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상, 하 �개 �조로 구성) 새로운 blade를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상, 하 �개 �조로 구성)

제품 안내



Swift KR��A의 세척부는 광섬유의 세척을 위한 세정제의 
정량도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세척 시 세척솜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손으로 �~�회 눌러 
    세정제를 토출하십시오. 이때 세정제가 분사되지 않도록 
    토출구 전면을 솜으로 덮고 토출하십시오.
�  세정제가 소모되어 토출이 되지 않으면 cap을 열어 보충을 
    하십시오. Swift KR��A의 본체에 magnet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로 잡아당겨 Swift KR��A의 본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보충하십시오.
�  전용 세정제는 MCC-POC��M을 사용하십시오.

��

본 기기는 물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기나
먼지에 취약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고온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청소 시 고무 부위에 알콜 외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Cap

Cleaner
Ass’y

Pump

Cup
Sealing

세척부

제품 안내



�  광섬유의 탈피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절단 시 holder에 장착되는 광섬유의 정렬이 양호해야 합니다
�  절단부의 절단칼날의 상태 및 칼날의 높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

절단부

Swift KR��A의 자동 절단부는 단심 광섬유의 직각 
절단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절단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FRONT> <BOTTOM>

Cover

Clamp

Blade

Rack
gear

Cleaver
body

Set Screw

Slider Damper

제품 안내

본 기기는 물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기나 먼지에 취약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고온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청소 시 고무 부위에 알콜 외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COVER를 열고 탈피된 광섬유가 장착된 holder를 본체의 
    절단위치에 Setting 하십시오. 이때, Fiber의 정렬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사용시 본체 우측의 Chip-Box를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  COVER를 눌러 Fiber를 절단하십시오.
�  COVER를 열고 Fiber의 절단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  절단된 Fiber 및 holder를 탈거합니다. 이때, Fiber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절단된 Fiber의 칩은 
    Swift KR��A의 본체 측면의 slide 타입의 Chip Box에 의해 
    수거 됩니다. 

* �� Type

작동 순서 (제품 절단)

��

제품 안내



��

슬리브 히터부

Swift KR��A의 슬리브 히터부는 융착 접속된 단심 
광섬유의 보강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광섬유 
보강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광섬유의 융착 접속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히터에 슬리브 튜브가 삽입된 광섬유의 정렬 및 장착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  융착시 히터 커버가 닫힌 상태이어야 합니다.

Heater
Cover-R

Heater
Cover-L

Heater Window � ���μm, ���μm,
�.� - �.�mm
� - �� fiber

�� - �� sec�

� ���°C - ��� °C

� ��mm(standard)

No. Description

Applicable Cable
Diameter

Sleeving Time 

온도 범위(Heating type)

Sleeve Length

Subject

Specification

제품 안내

본 기기는 물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기나 먼지에 취약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고온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청소 시 고무 부위에 알콜 외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동 순서 (히팅 슬리브)

��

�  그림과 같이 sleeve heater부 콘트롤에 전원을 인가하십시오. 
    또한 heater부 cover를 열어 사전 준비를 하십시오.
�  융착된 광섬유의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게 sleeve tube를 맞추고 
     heater 내부로 광섬유를 눌러 안착 시키십시오. 이때 connector
     type은 heater 우측 끝으로 맞추어 sleeve tube가 heater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십시오. Connector는 세로방향으로 삽입합니다.
�  광섬유를 안착 후 버튼을 눌러 heater를 작동시키십시오. Heater 
     동작시간 약 ��초 후 Cooling Fan이 작동하여 tube를 냉각시킵니다.
�  냉각이 완료되면 cover를 열어 보강된 광섬유를 탈거합니다.

Sleeve 순서

���um Fiber 

���um Fiber

Cooling Tray

Splice-on-Connector

���um Fiber

���um Fiber

Splice-on-Connector

제품 안내



유지 보수

��

제품의 취급, 보관

·  제품의 주요부(blade, heater 등)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 및 운반, 보관 시 주의를 요하십시오.
·  제품 취급 시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사용 시 주요부는 브러쉬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보관시에는 청결한 상태로 항상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여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제품 안내



��

사용 설명

전원공급

제품과 함께 제공된 AC 어댑터(F�-�)와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 및 장비 손상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장착
배터리가 완전히 장착될 때까지 삽입하십시오.

배터리 제거
배터리를 제거 하기 전에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잠금 레버를 눌러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

반드시 전압과 주파수를 확인하고 배터리의 DC잭에 AC/DC 어댑터의 
DC 코드를 연결합니다. 배터리는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녹색으로 
전환되며 과방전, 과충전,  과부화 방지 보호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보호 동작 시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 경우 약 ��초 후에 어댑터의
DC 코드를 배터리의 DC 잭에 다시 연결하면 차단이 해제되고
충전이 진행됩니다.

또한 Swift KR��A는 부동 충전 방식으로 사용 중에 충전이
가능하며 ��V 시거잭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AC Cord

AC/DC AdapterDC Cord

DC Jack

사용 설명



��

사용 설명

배터리 잔량 표시 (모니터) 배터리 잔량 표시기 (배터리 LED)배터리 잔량

�� - ��� % � BARS � LED

배터리의 잔량표시가 ��% 미만일 때는 
필히 충전하여 사용 바랍니다. 이는 접속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 � BARS � LED

�� - �� % � BARS � LED

�� - �� % � BARS � LED

�� % � BAR � LED

�% 또는 없음 BAR 없음 LED 표시 없음

배터리 잔량 확인



��

:              버튼과 기능이 같습니다.              
:              버튼과 기능이 같습니다.  
:              버튼과 기능이 같습니다.  
:              버튼과 기능이 같습니다.  

MENU

SET

MENU

SET

HEATER

STRIPPER

사용 설명

전원
ON/OFF 방법

Swift K��의 전원을 켜려면 방풍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을
약 �초 동안 누르십시오.  그 후 모터를 비롯한 모든 기능이 초기화 
된 후 초기화면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정확한 접속을 위해 
알맞은 접속모드와 히터모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접속모드와 히터모드는 화면의 아래 부분에 표시됩니다.

슬리브 로더와
냉각대 장착

슬리브 로더를 위 그림과 같이 좌/우 홈에 끼워넣습니다.

냉각대는 위 그림과 같이 히터 뒷편의 홈에 끼워넣습니다.



��

부드러운 천이나 솜에 알코올을 묻혀 광섬유를 닦으십시오. 
광섬유 표면의 미세한 먼지는 접속 후 손실을 증가시키고
히팅 후 광섬유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섬유를 보호 슬리브 안에 넣습니다.

순도 ��% 이상의 에틸 알코올을 사용 하십시오

광섬유 세척 보호 슬리브에 광섬유 삽입

사용 설명



��

OPERATION

광섬유 홀더를 열고 아래와 같이 광섬유를 안착합니다. 리본 
광섬유의 경우 좌/우 광섬유의 색상 배열을 서로 같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이나 솜에 알코올을 묻힌 후 광섬유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광섬유 홀더 안착 및 탈피

순도 ��% 이상의 에틸 알코올을 사용 하십시오.



��

�  아래 그림과 같이 광섬유를 절단기 위에 장착하고 광섬유 상태와 절단 
     길이를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리본 광섬유의 경우 각 심선이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광섬유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각 
     심선이 서로 붙어 있으면 절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단 레버를 내리면서 누르면 광섬유가 절단됩니다. 
�   절단 레버를 올리고 광섬유 홀더를 꺼냅니다. 
�   잘려진 광섬유 조각을 제거하여 적당한 용기에 버리십시오.

절단기의 상세한 사용 방법은 절단기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섬유 절단

사용 설명

융착기에
광섬유 장착

�  방풍 덮개와 광섬유 클램프를 여십시오.
�  광섬유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하고 클램프를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  반대편 광섬유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합니다.
�  방풍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광섬유가 적당한 지점에 잘 장착될수록 정렬 시간은 단축됩니다.

또한 리본 광섬유의 경우 각 심선이 바르게 V-Groove 에 안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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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KR��A에 장착된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섬유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접속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육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방풍 덮개가 덮이면 자동으로 접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광섬유 접속 절차

사용 설명

�

�

�
�

�

융착기에 장착된 광섬유들은 각각 서로를 향해 전진합니다. 
전진하던 광섬유들은 청소방전이 시행된 후 접속이 가능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 후 융착기는 광섬유의 절단각, 끝 단면의
상태, 먼지 등을 체크합니다. 만약 측정된 절단각이 설정된 한계
값 보다 크거나 광섬유의 손상이 발견되면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접속 과정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니터 화면을 보며 항상
육안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광섬유들은 클래드 대 클래드로 정렬됩니다. 각 
심선의 절단각과 옵셋 측정값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정렬이 끝나고 광섬유 접속을 위해 아크 방전이 실행됩니다. 
접속이 끝난 후 예상 손실 값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접속 손실 예상 
값은 다양한오류 관련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오류 관련 요소도 예상 손실 값 추정 및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 손실 값이 설정된 한계 값을 초과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또한 접속된 광섬유가 너무 두
껍거나 얇은 경우, 접합 부분에 기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면의 접속 결과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융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이 완료되면 접속 결과는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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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슬리브 가열
�  슬리브 히터의 덮개를 엽니다.
�  방풍 덮개를 엽니다.
�  왼쪽 광섬유 홀더를 누르고 오른쪽 홀더 커버를 엽니다.
�   왼쪽 광섬유 홀더 커버를 엽니다.
�   접속된 광섬유 양쪽을 잡고 Swift KR��A로부터 조심해서 
     광섬유를 분리합니다. 

접속된 광섬유 분리

�  접속 지점을 보호 슬리브의 중앙으로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슬리브의 보호 지지대가 아래쪽을 향하게 합니다.
�  보호 슬리브가 슬리브 히터의 중앙에 놓이도록 놓습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광섬유의 양쪽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히터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               을 누르면 가열이 시작됩니다.
�  가열이 완료되면 LED가 꺼집니다. 
�  슬리브 히터 덮개를 열고 광섬유를 분리 합니다.
     가열 직후 보호 슬리브와 히터는 만지지 마십시오.
�  슬리브에 기포가 없는지, 부스러기나 먼지가 존재하는지
    최종으로 검사합니다.

HEAT

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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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 덮개를 엽니다.
�  알코올이 묻은 면봉으로 V-Groove를 청소합니다. 그 후 깨끗한 
    마른 면봉으로 V-Groove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합니다.
�   만약 이물질이 면봉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 절단된 광섬유의 
     끝을 사용하여 청소한 후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V-Groove 내부가 오염되면 접속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Groove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속전 청소와 점검

V-GROOVE 청소

접속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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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의 블레이드 및 고정 패드가 오염되는 경우 절단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속 손실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코올을 적신 면봉으로 절단기 블레이드와 
고정 패드를 수시로 청소하십시오. 이는 광섬유의 절단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절단기 청소

접속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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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렌즈 표면의 오염은 광섬유의 위치 판별을 어렵게 하여 높은 
접속 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대물 렌즈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인 후 오래 방치되면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수시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점검과 청소

대물 렌즈 청소

융착기의 접속품질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합니다. 

�  대물 렌즈를 청소하기 전에는 항상 전원을 끄십시오.
�  전극봉을 분리합니다.
�  그림과 같이 알코올을 적신 부드러운 면봉으로 중심에서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마른 면봉으로 대물 렌즈 
    표면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합니다.
�  대물 렌즈 표면은 깨끗하고 선, 줄 또는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  전극봉을 재 조립합니다.
�  전원을 켠 후 모니터 화면에서 선, 줄 또는 얼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가 진단을 실행합니다.

접속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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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가 광섬유를 제대로 절단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블레이드를 회전시킵니다. Blade Gear에는 �~��까지의 
채널(절단위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단이 되지
않을 때는 블레이드의 날 부위 및 상하 고무 Pad를 알콜을 적신 
면봉으로 청소합니다.  (단, 고무 Pad 청소 시 아세톤, 솔벤트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계속적인 절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수명이 다 하였으므로 블레이드를 교환합니다.

절단기 블레이드 교환 및 모드(회전/고정) 변경

접속 품질 유지



�  블레이드 교환을 위해 Chip Collector Ass’y 
    및 Rear Pusher 를 분해합니다. 그림과 같이 
    Cover를 열고 Pusher Pin을 눌러 Slider를 
    전진시킵니다.

�  (-)자 드라이버로 Blade Pin을 
    완전히 돌려 빼냅니다. Blade Pin은 
    왼나사로서 시계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  수명이 다한 블레이드를 Blade Gear와 
    함께 탈거 후, 새로운 블레이드를 Blade 
    Gear 및 Wave Washer와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특히, 블레이드의
    손상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합니다.
    블레이드 교체 후 Cover를 동작시켜
    정상적인 회전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블레이드 교환

��

Pusher Pin

Rear Pusher

접속 품질 유지



블레이드 모드 (회전 / 고정) 변경

블레이드 회전 모드
출하 시 그림과 같이 회전모드로 
Setting 되어있습니다.

모드 변경
그림과 같이 Set-screw를 돌려 Gear 
Pusher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블레이드 고정 모드
블레이드를 회전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에 고정모드를 이용합니다.

��

접속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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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봉 교환

전극봉의 권장 교환 주기는 �,��� 회입니다. 만일 실제 방전 횟수가 
교환 주기를 초과하면 전극봉 교체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교환하지 않고 전극봉을 사용하면 접속 손실이 증가하고 접속 
지점의 인장력이 약해집니다.

�  전극봉 교환 시에는 항상 전원을 끄십시오.
�  방풍 덮개를 열고 전극봉 커버를 탈거 후, 전극봉 Block 의
    고정나사를 푸십시오.
�  전극봉 Block 을 탈거하여 기존 전극봉을 새로운 전극봉으로 
     교체하십시오.
�  알코올에 적신 부드러운 면봉으로 조심해서 전극봉을 청소하고 
    설치합니다. 
�  전원을 켜고 전극봉 안정화를 진행합니다.

접속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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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준비주 메뉴에는 �개의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주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서      
              를누릅니다. 또한 화면의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NU

준비

준비

삭제 : 접속모드를 삭제합니다.
교체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접속모드를 
선택하여 교체합니다.
추가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접속모드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편집 : 접속모드의 설정 값을 편집합니다.
선택 : 실행할 접속모드를 선택합니다.
닫기 : 메뉴 창을 닫습니다.
 

접속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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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탈피 모드를 삭제합니다.
교체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탈피모드를 선택하여 
교체합니다.
추가 :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탈피모드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편집 : 탈피 모드의 설정값을 수정합니다.
선택 : 실행할 탈피모드를 선택합니다.
닫기 : 메뉴창을 닫습니다.

HISTORY

OPTION

CALIBRATION

ELECTRODE

SETTING

INFORMATION

STRIPPER

삭제 : 히터모드를 삭제합니다.
교체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히터모드를 
선택하여 교체합니다.
추가 :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정  히터모드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편집 : 히터모드의 설정값을  편집합니다.
선택 : 실행할 히터모드를 선택합니다.
닫기 : 메뉴 창을 닫습니다.

히터

메뉴

접속결과 표시 :접속결과 및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접속결과 삭제 : 모든 데이터를 지웁니다.

접속 동작 초기설정 : 자동, 일시 정지, 히터 작동 등
메뉴 잠금: 메뉴 잠금 설정
비밀번호 : 잠금 시 비밀번호 설정

전극봉 안정화 : 전극봉 안정화를 실행합니다.
전극봉 교체 : 전극봉 교체방법을 설명합니다.
전극봉주의 :  전극봉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사용횟수
값을 설정합니다.
전극봉 사용횟수 : 전극봉 사용횟수를 표시합니다.

방전량 교정 : 방전세기를 교정합니다.
자가진단 : 기기의상태를  진단합니다.
모터 구동 : 수동으로 모터를 구동합니다.
모터 교정 : 모터의 속도와 위치를 초기화합니다.

언어 : 언어를 선택합니다.
시간 :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절전 : 절전 기능을 설정합니다.
소리 : 부저음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LCD 밝기 : 화면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유지보수 : 유지보수 일정을 표시합니다.
센서 : 온도, 압력, 습도를 표시합니다.
버전 : 현재 제품 버전을 표시합니다.
도움말 :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 각부 명칭
· 청소와 점검
· 주의 사항 
· A/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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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KR��A의 팝업 메뉴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팝업 메뉴의 목적은 접속모드와 히터모드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팝업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속 팝업 메뉴
접속 팝업 메뉴는 초기상태에서 화면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을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

팝업 메뉴 불러오기

   접속

히터 팝업 메뉴
히터 팝업 메뉴는 초기상태에서 화면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를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히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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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접속 팝업 메뉴

접속 모드 삭제
�              을 터치하여 삭제합니다.
�  삭제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접속 모드 추가 
�  초기상태에서 화면상의                을 눌러
     접속 팝업 메뉴를 불러옵니다.
�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빈 슬롯을 선택 합니다.

�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빈 슬롯을 선택 합니다.
�                 을 눌러 완료합니다.

    접속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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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히터 팝업 메뉴

히터 모드 추가 
� 초기상태에서 화면상의                 아이콘을 눌러 히터 
    팝업 메뉴를 불러옵니다.
�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빈 슬롯을 선택 합니다.

�  빈 슬롯에 넣을 히터모드를 선택합니다.
�                 을 눌러 완료합니다.

     히터

     선택

히터 모드 삭제
�              을 터치하여 삭제합니다.
�  삭제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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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접속

�번부터 ��번까지의 접속모드는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접속모드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른 후             
            메뉴를 터치 하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접속모드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화면에는 사용자가 쉽게 접속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접속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속모드는 ���개까지 
확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모드들은 
일반 모드와 사용자 모드로 나뉩니다.

일반 접속 모드 : �번 ~ ��번
사용자 접속 모드 ��번 ~ ���번  접속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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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wift KR��A는 자동으로 광섬유의 심선 수를 구별합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방전량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 모드 개요

NZDS 광섬유를 위한 모드입니다. NZDS 광섬유의 MFD는 ����nm 파장에서 
약 � ~ ��um 입니다. WDM 광섬유도 이 모드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NZ-� ~ NZ-��

DS-� ~ DS-�� DS 광섬유를 위한 모드입니다. DS 광섬유 MFD는 ����nm 
파장에서 약 � ~ �um 입니다.

G���-� ~ G���-�� G.���A� 광섬유를 위한 모드입니다. G.���A� 광섬유는 일반 SM(G.���D) 
광섬유에서 구부림 손실이 개선된 광섬유입니다. G.���A� 광섬유의 MFD는 
����nm 파장에서 약 �~��um 입니다.

Other 그 외 다른 접속모드들은 Swift KR��A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새로운 접속모드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유씨엘스위프트(주)에 연락하여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SM-� ~ SM-�� 기본적인 SM 광섬유를 위한 모드입니다. 싱글 모드 광섬유의
MFD는 ����nm 파장에서 약 �~��um 입니다.

MM-� ~ MM-�� MM 광섬유를 위한 모드입니다. MM 광섬유의 코어 직경은 약
��~��.�um 입니다.

접속 모드 설명

메뉴



��

메뉴

�                    아이콘을 터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접속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추가

 추가 �  추가할 접속모드를 선택하고                 를  
     터치하면 해당 모드가 추가됩니다. 

�  추가된 모드는 가장 끝 번호에 위치합니다.

�번 ~ ��번 일반모드 위치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선택



��

메뉴

�  교체될 접속모드를 선택하고                   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접속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교체

     교체 �  교체할 접속모드를 선택하고                 을 
    누르세요.

�  선택된 모드로 교체됩니다.

�번 ~ ��번 일반모드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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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을 누르면 선택한 접속모드의
     여러 설정값이 나타납니다.
�  해당 설정 값을 누르고 적절한 값으로 변경 후
                 을 누르십시오.
�            을 눌러 편집을 완료합니다.

�  먼저 접속모드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그 후                     를 터치하면 선택된 터치모드가
    삭제됩니다.

편집

  편집

편집

삭제

삭제

�번 ~ ��번 일반모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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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종류 융착기 데이터에 저장된 접속 모드 리스트를 화면에 
표시하여 적절한 접속 모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접속 모드들 중유사한 
접속모드를 복사해서 편집기능을 사용하는데 
활용합니다.

편집가능

편집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가능

모드 내 편집 가능한 설정값

모드 제목 � 은 최대 �� 자로 접속모드를
표현합니다.

모드 제목 �

모드 제목 � 모드 제목 � 은 최대 �� 자로 접속모드를
세부 설명하여 표현합니다. 모드 제목 � 는
[접속 모드]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 · 광섬유 정렬 방식을 설정합니다.
· “자동”: 모터가 자동으로 움직여 정렬합니다.
· “수동”: 모터를 조절하여 직접 정렬합니다.

옵셋 제한 (정렬) 정렬 시 각 심선별 옵셋 제한 값을 설정합니다. 편집가능

설정값 설명 일반 모드 사용자 모드

메뉴

유지보수 : 유지보수 일정을 표시합니다.
센서 : 온도, 압력, 습도를 표시합니다.
버전 : 현재 제품 버전을 표시합니다.
도움말 :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 각부 명칭
· 청소와 점검
· 주의 사항 
· A/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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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각 제한 절단각 오류 범위를 설정합니다. 모든 광섬유 
심선의 절단각 중 하나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편집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가능

· 추정 손실 값 오류 범위를 설정합니다.
· 추정손실이 범위 값보다 높을 경우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추정 손실값 제한

간격 제한 수치 심선별 간격을 측정하고 그 편차가 제한
값 이상일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인장력 테스트 접속 후에 인장력 시험을 합니다.

편집가능청소 방전량 광섬유 정렬 초기에 짧은 청소방전이 광섬유 표면의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청소 방전의 세기를 설정합니다.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청소 방전 청소 방전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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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가능

방전 중앙에 접속할 광섬유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간격 위치

초기 방전량 방전의 시작에서 광섬유가 전진 하기 전까지의 초기 
방전량을 설정합니다. 이때 초기 방전량 값이 낮으면
광섬유 단면 각도가 불량하여 축의 옵셋이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높으면 광섬유가 많이 타버리거나
둥글게 되어 접속 손실 값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방전 시간 방전의 시작에서 광섬유가 전진 하기 전까지
초기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초기방전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초기방전량]이 커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겹침 광섬유 전진량에서 광섬유의 중복을 설정합니다. 
[초기 방전량]이 약하거나 [초기 방전시간]이 짧을 
경우 [겹침]을 다소 작게 설정하고, 방전량이 
강하거나 시간이 길 경우 다소 크게 설정합니다.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간격 최종 정렬 시 양쪽 광섬유 간의 단면 간격을 
설정합니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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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불가능 편집가능방전량 � 주요 방전은 � 단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방전의
첫 단계는 [방전량 �], 두 번째는[방전량 �] 입니다. 
[방전량 �]은 이 영역에서 설정됩니다.

편집 불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가능

[방전량 �] 시간을 설정합니다.방전 시간 �

방전량 � [방전량 �]는 방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방전량 �]는 이 영역에서 설정합니다.

[방전량 �] 시간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전시간 �]는 “OFF”로 설정합니다.
아주 긴 방전시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방전시간 �]과 [방전시간 �]가 �� 초가
넘을 경우, 전극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전 시간 �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방전량 �] 가 방전하는 동안, 방전량을
ON 과 OFF 를 돌아가며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전량 �] “ON” 시간은 이
영역에서 설정해줍니다. 재 방전을 위해서
방전시간은 항상 ON 으로 설정합니다.

방전� On 시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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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불가능 편집가능방전 � Off 시간 [방전량 �]가 꺼져 있을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간혹 [방전량 �]가 중단될 때, 재 방전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재 방전이 필요한 경우는
“OFF”로 설정합니다

Non Editable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

편집가능

재방전 시간 · 재 방전시간을 설정합니다.
· [접속모드 편집] 안에서, 재 방전량을 [방전량 �]와
   같은 세기로 방전하도록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방전량 �]를 ON/ OFF 설정하면 재 방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광섬유를 가늘게 하면 간혹 접속손실이 증가됩니다.
이 끌어당김 기능은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설정값은 끌어당김 모양을 결정합니다.

끌어당김 접속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광섬유 전진량의 마지막에서 끌어당김
시작까지의 시간을 지정합니다.

끌어당김 대기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광섬유 끌어당김 속도를 설정합니다.끌어당김 속도

메뉴



��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광섬유 끌어당김 시간을 설정합니다.끌어당김 대기

편집 불가능 편집가능처음 측정된 접속 손실 값과 증가한
손실에 대한 합계입니다. 특수 광섬유
또는 다른 광섬유를 접속할 시에는 최적의
방전조건이라도 높은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접속 손실과 실제 접속
손실을 일치시키려면 실제 접속 손실의
최소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옵셋 (손실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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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을 터치하거나              을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취소                을 터치하면 선택된 접속모드가 메모리에 
저장되며 접속 실행 시 사용됩니다.

취소선택

RESE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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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히터

히터모드 또한 �번부터  �번까지는 삭제나 편집,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SOC의 경우 당사( UCLSWIFT ) 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기준이며, 타사 제품의 경우 Sleeve Tube가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터 모드에 따라 히터의 가열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일반 사용모드에서 히터모드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위와같이  히터모드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화면에는 사용자가 쉽게 
히터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히터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터모드는 
���개까지 확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Sleeve Tube의 종류, SOC( Splice-on connector )의 
종류에 맞게 히터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Sleeve Tube가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않습니다.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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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히터 모드의 개요

R-F�� �core~��core 리본 광섬유용 ��mm 슬리브
슬리브 종류, 모드제목�, 
모드제목� 는 편집불가��mm IS-�� �.�mm용 표준 ��mm 슬리브

��mm �.�mm용 표준 ��mm 슬리브

Micro �.�mm용 마이크로 슬리브

설정값 설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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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추가할 히터모드를 선택하고                을 터치하면 
     해당 모드가 추가됩니다. 

�                   를 터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히터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New

 추가 �  추가된 모드는 가장 끝 번호에 위치합니다.

�번 ~ �번 일반모드 위치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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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교체될 히터모드를 터치하여                   를 
   선택하고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히터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교체할 히터 모드를 선택하고                를
    터치합니다.

교체

     교체 � 선택한 히터모드로 교체됩니다.

� 번 ~ �번 일반모드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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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을 누르면 선택한 히터모드의 여러
     설정값이 나타납니다.
�  해당 설정 값을 누르고, 적절한 값으로 변경하고
                  을 누릅니다.
�             을 눌러 원료합니다. 

�  먼저 히터 모드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그 후                    아이콘을 터치하면 선택한  
    모드가 삭제됩니다.

편집

선택

삭제

삭제

선택

 �번 ~ �번 일반모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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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을 터치하거나              을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취소선택

   취소                을 터치하면 선택된 히터 모드가 메모리에 
저장되며 접속 실행 시 사용됩니다.

RESET   선택



탈피

��

일반 사용모드에서 탈피모드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탈피모드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화면에는 
사용자가 쉽게 탈피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탈피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피모드는 ���개까지 확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탈피모드 또한 �번부터 ��
번까지는 삭제나 편집,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MENU

메뉴

�번부터 ��번까지는 삭제나 편집,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증 내용

�.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은 이상 발생 시 구입 후 �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서비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 본 제품의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의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서비스

본 제품은 보증기간 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요금(수리비, 부품비, 출장비)이 청구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이상 전압공급으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사용설명서에 명시 된 작동절차나 지시를 무시한 취급으로인한 고장이나

손상  �. 봉인 표지가 파손된 상태인 경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센터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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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추가할 히터모드를 선택하고                을 터치하면 
     해당 모드가 추가됩니다. 

�                   를 터치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히터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추가

 추가 �  추가된 모드는 가장 끝 번호에 위치합니다.

�번 ~ ��번 모드 위치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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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교체될 히터모드를 터치하여                   를 
   선택하고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히터모드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교체할 히터 모드를 선택하고                를
    터치합니다.

교체

     교체 � 선택한 히터모드로 교체됩니다.

�번 ~ ��번 모드 위치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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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을 누르면 선택한 히터모드의 여러
     설정값이 나타납니다.
�  해당 설정 값을 누르고, 적절한 값으로 변경하고
                  을 누릅니다.
�             을 눌러 원료합니다. 

�  먼저 히터 모드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그 후                    아이콘을 터치하면 선택한  
    모드가 삭제됩니다.

편집

선택

삭제

삭제

선택

�번 ~ ��번 모드 위치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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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을 터치하거나              을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취소선택

   취소                을 터치하면 선택된 히터 모드가 메모리에 
저장되며 접속 실행 시 사용됩니다.

RESET   선택



접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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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접속 결과
최대 ��,���개의 접속데이터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는 ���개의 
접속데이터와 이미지를 보여주며                 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의 세부내용은 스크롤 바를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결과 삭제
모든 데이터와 이미지를 한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접속모드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른 후
“접속결과” 메뉴를 터치하여 선택하면 접속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속결과 메뉴 안에는 사용자가
접속결과와 이미지를 확인하고 삭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ENU



옵션

자동 방풍덮개를 닫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시작됩니다.

히터 자동 접속이 끝나면 자동으로 히터가 작동됩니다.

일시 정지 정렬이 끝난 후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때              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Parameters Description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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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접속모드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른 후
 “옵션” 메뉴를 터치 하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옵션 메뉴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옵션 메뉴 안에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ENU

접속   동작
접속동작은 �개의 하위 체크박스로 구성됩니다. 
체크박스를 표시하면 각각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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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메뉴  잠금
메뉴잠금은 �개의 하위 체크박스로 구성됩니다. 체크박스를 표시하면 
각각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뉴에는 접속모드와 히터모드 
설정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결과를 삭제하지 못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잠금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메뉴잠금 
메뉴에 대한 접근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유씨엘스위프트(주)로 기기를 
보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다르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유씨엘스위프트(주)로 기기를 보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입니다
�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 ~ �� 자리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비밀번호를 재차 입력합니다.

접속 모드 잠금 접속 모드 수정을 제한합니다.

접속결과 삭제를 제한합니다.접속 결과 삭제 잠금

암호 물어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입니다.

히터 모드 잠금 히터 모드 수정을 제한합니다.

시험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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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일반 사용모드에서 교정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교정 메뉴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교정 메뉴 안에는 방전량 
교정, 자가진단, 모터구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정

MENU

자가진단
자가진단은 먼지검사, LED검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지 검사 광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먼지검사를 실행합니다.

LED 검사 광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먼지검사를 실행합니다.

검사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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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MOTOR DRIVE
모터구동은 모터가 수동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융착기에서 광섬유를 제거합니다. 
�  “모터구동”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화면을 눌러 모터 선택을 변경합니다. 선택된 모터의 이름이
     화면의 상단에 표시됩니다.
�  하단의 화살표                를 터치하여 모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시킵니다.

ZL/ZR ZL/ZR 직진 ZL/ZR 후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동M

S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으로 이동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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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ZL/ZR 후진

방전량 교정
Swift KR�� 는 온도, 습도, 기압의 변화를 각각의 센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방전량은 자동으로 교정됩니다. 그러나 전극봉 마모나 
광섬유 접속에 의한 방전량 변화는 자동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방전의 중심 축 또한 방전이 많이 실행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방전량 교정이 필요합니다

방전량 교정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방전 전압이
적절한 값으로 변경됩니다. 이값은 특정 연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전량 교정 시에는 SM 광섬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융착기에 준비된 광섬유를 놓습니다.
�  Click            .

�  방전량 교정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방전량 교정 완료 전이라도              를 누르면 즉시 교정이 
    종료됩니다.

방전량 교정에 사용된 광섬유는 반드시 끝 단을
�cm 정도 제거한 후 다시 탈피하십시오. 방전량
교정으로 인해 응집된 광섬유 끝 단이 탈피기의
블레이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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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일반 사용모드에서 전극봉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전극봉 메뉴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융착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극봉
마모와 실리카 산화물 침전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메뉴는 전극봉 사용횟수 확인 및 
전극봉 교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의 하위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극봉

MENU

전극봉 안정화
주변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때때로 방전량이 불안정하게 일어나 접속 
손실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융착기가 낮은 위치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방전량이 안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케이스 안에 전극봉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전극봉을 
교체한 후에는 전극봉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  융착기에 준비된 광섬유를 놓습니다.
�  “전극봉 안정화”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를 누릅니다.
� 전극봉 안정화를 위해 방전이 ��회간 연속하여 실행됩니다.

�  안정화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전극봉 안정화 후에는 별도로 방전량 교정을 다시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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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전극봉 사용횟수
현재까지의 전극봉 사용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극봉 교체
전극봉 교체는 방전횟수가 �,���회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된 교체기준 횟수를 넘어서면
전극봉을 교환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전극봉 주의
이 메뉴에는 전극봉 교체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준횟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극봉 교체는
�,��� 회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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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일반 사용모드에서 설정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 메뉴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

MENU

언어
언어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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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모니터
    설정된 시간 동안 Swift K��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LCD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임의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 접속기
    설정된 시간 동안 Swift K��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는         를 눌러야만 다시 전원이
     켜집니다.

절전
절전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배터리로 Swift K��을 구동할 때 사용자의 작업시간을
늘려 주는 기능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부저음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LCD 밝기
LCD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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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반 사용모드에서 정보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 같이 정보 메뉴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지 보수
“유지 보수”를 터치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MENU 제조일 기기가 제조된 일자를 나타냅니다. (년, 월, 일)

제품이 출고된 이후의 총 방전횟수를 나타냅니다.총 방전 횟수

마지막 유지 보수 최근 유지보수 일자를 나타냅니다.

다음 유지 보수 다음 유지보수 일자를 나타냅니다.

시리얼 넘버 기기에 부여된 시리얼 번호를 나타냅니다.

방전 횟수 전극봉 교체 이후의 방전횟수를 나타냅니다.

항목 설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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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센서
융착기에는 온도, 압력, 전압을 확인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버전
버전 업그레이드는 PC와 연결하여
DataSync 프로그램(PC Program)을 이용하여
쉽게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각 부 명칭
    Swift K��의 각 부 명칭

· 청소와 점검
    청소와 점검 방법

· 주의 사항
    중요한 주의 사항

· A/S 연락처
    A/S 연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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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세지

오류 메세지

광섬유가 너무 깁니다광섬유가 너무 더럽습니다

융착을 위해 준비한 광섬유에 이물질이
정상치 이상으로 많이 묻었을 경우 발생되는
오류 메시지 입니다.

   HOW TO  
· 광섬유 세척 후 다시 접속합니다.

광섬유가 너무 전극봉 가까이에 
위치되었거나 대물 렌즈 또는 반사경이 
더러운 경우,  LED의 밝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              을 누르고 광섬유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올려 놓습니다. 대물 렌즈와 반사경을 
     청소합니다. LED 검사를 실행합니다.
     만약 LED 검사 시 오류가 발생하면 유씨엘
     스위프트(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SET

광섬유를 올바른 위치에
다시 장착하십시오.

광섬유가 정확한 위치에 올려지지 않았거나 
대물 렌즈나 반사경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               을 누르고 광섬유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올려 놓습니다. 대물 렌즈와 반사경을 
    청소합니다.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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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섬유를 장착하십시오.

광섬유를 장착하지 않고 융착 및 방전량
교정 등을 실행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 광섬유를 다시 장착합니다.

광섬유의 편차가 심합니다.
광섬유를 다시 절단하십시오.

리본 광섬유 정렬 시 모든 심선의 절단 길이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심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 광섬유 절단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편차 제한치를 확인합니다.

오류 메세지

광섬유 각도 오류

광섬유의 절단각이 제한치 보다 크게 
측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광섬유 절단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절단각 제한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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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 발생심선 수 불일치

좌/우 광섬유의 심선 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또는 현재 
접속모드의 심선 수와 장착된 광섬유의 심선 
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발생합니다.

HOW TO   
·  모든 심선이 V-Groove에 제대로 장착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은 부러진 광섬유
    심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맞은 접속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격 제한 초과

광섬유 심선별 간격이 제한치보다 크게 측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HOW TO
· 절단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류 메세지

융착 후 광섬유 융착부에 기포나 점이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 입니다. 

HOW TO 
· 광섬유 절단기를 점검하십시오.
    V-Groove를 청소하십시오.
    전극봉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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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치가 높을 경우

융착 문제점  해결

전극봉 안정화
주변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때때로 방전량이 불안정하게 일어나 접속 
손실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융착기가 낮은 위치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방전량이 안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케이스 안에 전극봉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전극봉을 
교체한 후에는 전극봉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  융착기에 준비된 광섬유를 놓습니다.
�  “전극봉 안정화”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를 누릅니다.
� 전극봉 안정화를 위해 방전이 ��회간 연속하여 실행됩니다.

�  안정화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전극봉 안정화 후에는 별도로 방전량 교정을 다시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광섬유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은 접속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HOW TO 
· 광섬유 표면을 충분히 청소 합니다.
· 광섬유 단면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절단 후 광섬유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 광섬유를 V-Groove 위에 올릴 때 밀어 넣지 마십시오.
    광섬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놓아야 합니다.

전극봉 상태 불량

HOW TO 
· V-Groove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V-Groove의 이물질은 올바른 정렬을 방해합니다.

HOW TO 
· 전극봉이 마모되었거나 끝 부분이 휘어지고 더러울 경우
    전극봉을 교체하십시오.

HOW TO 
· 방전량 및 방전시간 설정을 확인하여 적정 값으로 재 설정합니다.
· 큰 변화가 없다면 초기에 설정된 값이 가장 적정한 값입니다.

방전량 및 방전시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HOW TO 
· 해당 광섬유에 맞는 접속모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적합한 접속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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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착 문제점  해결

융착 동작 이상

HOW TO 
· 방풍덮개를 다시 열었다 닫으십시오.
·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방풍덮개를 열고               을 누른 후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유씨엘스위프트(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렬 동작이 계속됩니다.

HOW TO 
· 전원을 끄고 유씨엘스위프트(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섬유가 너무 깁니다” 오류 메시지가 계속 발생합니다.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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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HOW TO 
· 충전기의 AC전원 코드를 분리한 후 DC코드를 충전 잭에 연결합니다.
    약 ��~��초 경과 후 AC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LED가 적색으로 점등되며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시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HOW TO 
·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HOW TO 
· 잔량 표시는 참고용입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완충 상태의 배터리로도 많은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HOW TO 
· 스위치를 약 �초간 누른 상태로 유지한 후 화면이 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HOW TO 
· 절전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전원 소비가 큽니다. [절전 기능]을
    참조 하고 항상 전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장기간에 걸쳐 보관되었다면 재 충천해 주십시오.
· 오래 사용하여 사용 기간이 끝난 배터리라면 새로운 배터리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전력량이 떨어지며 특히 영하에서는 급격하게 전력량이
    떨어집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접속 소비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력 소비가 빨라집니다.

         을 눌러도 전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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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 [오류 메시지 리스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HOW TO 
· [모니터 절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커가 갑자기 꺼집니다.

HOW TO 
· [접속 품질의 유지 보수]를 참조하여, V-Groove, V-Block, 반사경,
    대물렌즈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전극봉 교체]를 참조하여 전극봉을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메시지 리스트]중에서 “높은 추정 손실”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섬유가 틀어지거나 구부러져 있다면, 광섬유의 구부러진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놓습니다. 접속 손실은 절단각, 방전 조건, 광섬유
    청결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복구를 수행한 후에도 접속 손실이
    여전히 높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유씨엘스위프트(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품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년에 한번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접속 손실이 높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접속

HOW TO
· [접속기 절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갑자기 꺼집니다.

HOW TO
· [옵션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정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HOW TO 
· SM, NZ, MM 또는 AUTO 모드에서는 방전량과 방전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전량 교정]을 실행하면 이들 모드에서 적당한 방전량이
   유지됩니다. 만약 다른 모드에서 사용 된다면 방전량과 방전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설정 될 것입니다

방전량과 방전시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제 발생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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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옵션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단각, 광섬유 각도, 코어/클래드 편차를 표시하려 합니다.

HOW TO
· 히팅시간을 늘리십시오. [히터모드 편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섬유 보호 슬리브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습니다.

HOW TO
· 추정 접속 손실은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단지 참고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추정 접속 손실과 측정 접속 손실이 다릅니다

슬리브 히터

HOW TO
·              를 눌러 히터 작동을 중지하시고 전원을 끈 후
   유씨엘스위프트(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 슬리브가 녹아서 히터덮개에 붙은 경우 면봉으로 밀어서
   제거하십시오.

히터가 과열됩니다.

HOW TO
· [히터 모드 편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터모드의 가열조건을 초기화하려 합니다.

HOW TO
· 히터 동작은              을 눌러 취소할 수 없습니다.              를
    한번 더 눌러 취소하십시오.

히터 동작을 중간에 취소하고자 합니다.

RESET

HEAT

HEAT

문제 발생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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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HOW TO 
· [메뉴잠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속모드, 히터모드 설정을 제한하려 합니다.

HOW TO 
·내부의 기준 방전량이 교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접속모드의
   방전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전량 교정] 후에도 접속모드의 방전량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HOW TO 
·유씨엘스위프트(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문제 발생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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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성
유씨엘스위프트(주)는 제품의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자사의 제품을 보증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 상태에서 제품의 모든 하드웨어 부분을보증 기간 동안 보증합니다.
만약 보증 기간 중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씨엘스위프트(주)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했다면
고객에게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   이상전압  공급
�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   사용설명서에 쓰여진 작동절차나 지시를 무시한 취급
�   소모품(전극봉, 기타)

보증 기간과 수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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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KR��A는 고정밀 기기이므로 습기, 진동,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반 케이스에 넣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수리를 요청할 경우, 부속품도 함께 운반 케이스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보내기 전 먼저 유씨엘스위프트(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종이를 붙여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 주십시오.
    (이름, 부서, 회사, 주소, 연락처, FAX번호, E-MAIL)
�   제품의 시리얼 번호
�   제품의 상태와 발생한 문제점, 오류 메시지에 관한 정보
�   사용설명서에 쓰여진 작동절차나 지시를 무시한 취급

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송

새로 생성된 접속모드나 접속결과 등은 수리 상태에 따라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리

보증 기간과 수리

보증 내용

�.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은 이상 발생 시 구입 후 �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서비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 본 제품의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의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서비스

본 제품은 보증기간 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요금(수리비, 부품비, 출장비)이 청구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이상 전압공급으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  �. 사용설명서에 명시 된 작동절차나 지시를 무시한 취급으로인한 고장이나

손상  �. 봉인 표지가 파손된 상태인 경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센터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품명

제품 넘버

구입일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 보증서

SWIFT K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