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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Length Tester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제품의 오용,개조, 잘못된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을 개봉하였거나, 부속품 분실 시에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주십시오.

제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제품을 이용할 때에 비 또는 지나치게 습한 곳에 노출시킬 경우, 제품의 오작동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기적인 쇼트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OFF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커넥터 부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제품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DC 5V / 1A 의 전원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5. 길이 측정 범위는 1~2,000m, 교정 정밀도는 2 % (+/-0.5m, 또는 +/-1.5 피트),
측정 정밀도는 3 % (+/-0.5m, 또는 +/-1.5 피트)입니다.

* 제품의 특징
. RJ45/RJ11/BNC케이블의 Wire Mapping, Cable Length, Scan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을 테스터기에 연결하여 Pairing(연결상태), OPEN(누락), Short(단락), Cross(크로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OE스위치 또는 POE라우터와 연결된 케이블의 pin Map별 Vol-tage(전압) 측정이 가능하며,
Ping테스트를 지원하여 회선의 ip주소, DNS서버로 Ping Test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2Km의 케이블 길이까지 맵핑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케이블거리 측정은 1Km지원)
. 전선의 측정단위(Meter, Feet, Yards)를 선택할 수 있고, 케이블길이의 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Calibration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Auto off-time기능으로 15/30/60/120분 단위로 설정 시에 아무런 동작 없이 해당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off할 수 있으며, Load Data기능으로 Calibration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TF Card(Micro SD)를 이용하여, 테스터기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백업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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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구성물
1. Main Tester

1pcs

6. Alligator Adaptor

1pcs

2. Remote Tester

1pcs

7. Manual

1pcs

3. charge USB Cable

1pcs

8. Pouch

1pcs

4. RJ45 Plat Cable

1pcs

5. RJ11 Plat Cable

1pcs

* 제품의 다이어그램

(1) RJ45 MAIN/RJ11/BNC : RJ45/RJ11/BNC케이블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2) CHG/TF Card : CHG포트는 제품본체에 전원을 연결하는 포트이며, TF Card슬롯은
메모리를 삽입하여 다양한 측정값을 백업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슬롯입니다.(Micro
SD Card)
(3) POE/PING, RJ45 SCAN : POE/PING포트는 POE스위치나 POE라우터 등의 장치에
연결된 RJ45케이블을 연결하여, Vol-tage를 측정하거나, 회선의 동작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IP주소, DNS주소 등으로 PING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RJ45 SCAN포트는 Main tester로 Local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 Main tester의 전원을 켤 때 에는, 전원버튼을 약 4~5초 동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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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NC : BNC케이블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2) RJ45 : RJ45케이블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3) RJ11 : RJ11케이블의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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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ster의 메인메뉴 이미지)
(1) Wire mapping : 케이블의 핀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d/open/short/cross"
네가지의 핀맵모드를 지원합니다.
(2) Scan : 케이블의 Local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PING : 네트워크 신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IP주소와 DNS서버로 PING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Length : 케이블의 페어링 및 길이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pen된 케이블의 거리를
찾는데 사용됩니다.
(5) POE : POE스위치 또는 POE라우터에 연결된 회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E
장치와 연결된 회선의 Vol-tage가 측정됩니다.
(6) Set : 언어설정, LCD의 Backlighting설정,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Main
test의 전원을 OFF하는 설정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테스트유형

. 메인메뉴에서 "Mapping"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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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연결(Main RJ45 - RJ45 SCAN) :
RJ45케이블을 메인테스터기의 Main RJ45포트와
측면의 RJ45 SCAN포트에 연결하였습니다.
Local 연결테스트에 해당되며, 케이블의
pin연결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good/open/short/cross)
우측의 "Graph No.1" 이미지 참조
-Note : open curciit는 개방회로이며,
단자에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M-R연결(Main RJ45 - Remote RJ45) :
RJ45케이블을 메인테스터기의 Main RJ45포트와
리모트테스터기의 RJ45포트에 연결하였습니다.
메인테스터기와 리모트테스트기 연결에 해당되며,
케이블의 pin연결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good/open/short/cross)
우측의 "Graph No.2" 이미지 참조
-Note : short는 케이블 간의 전기저항이 작거나
단자와 단자가 서로 접촉되어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3)POE/PING연결(Main POE/PING)
RJ45케이블을 메인테스터기의 POE/PING포트에
연결하였습니다.
POE스위치 또는 POE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회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PING테스트를 진행하여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IP주소,
DNS서버로 PING테스트가능)
우측의 "Graph No.3"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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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기능(Wire mapping)
- 네트워크 케이블테스트

. Main tester의 메인메뉴에서 "Mapping" 항목을 선택하고 케이블 종류메뉴에서 "RJ45"
항목을 선택합니다.
"Start" 를 선택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J45 이외의 나머지 3가지 케이블 종류 "CAT.6./RJ11/BNC"를 선택하여 Wire mapping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케이블이 없거나, 잘못연결된 경우의 이미지
.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거나, 잘못 연결했을 경우에 에러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단락된 상태(short circuit)
. 3-3/4-4/5-5/6-6/7-7/8-8/G-G 연결은 잘되어 있으나, 1번과 2번에서 Short(단락)이
발생하였습니다.
-Note : short는 케이블 간의 전기저항이 작거나, 케이블이 끊어져서 서로 접촉되어 이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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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연결상태(good)
. Main tester(M)과 Remote tester(R)간에 1~8번 pin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누락된 상태(open circuit)
. Main tester의 RJ45 Main포트(M)와 Main tester의 RJ45 SCAN포트(S)에 연결되어 있으며,
1-1/2-2/4-4/5-5/6-6/7-7/8-8/G-G 연결은 잘되어 있으나, 3번 pin에서 open(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Note : open curciit는 개방회로이며, 단자에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차된 상태(cross)
. Main tester의 RJ45 Main포트(M)과 Remote tester의 RJ45포트(R)에 연결되어 있으며,
1-1/2-2/3-3/4-4/5-5/6-6/7-8/8-7/G-G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번, 8번 pin이 서로 corss(교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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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기능(Cable length)

. Main tester의 메인메뉴에서 "Length" 항목을 선택하고 케이블 종류메뉴에서 "RJ45"
항목을 선택합니다.
5가지의 설정항목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Unit : 케이블의 길이표시를 Meter, inch, yar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Calibration : 케이블 길이 보정계수 기능(케이블 길이오차 조정)
3. Load data : 저장한 데이터를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4. Data upload : 케이블 길이의 보정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Cable length : 케이블 길이를 테스트합니다.
(RJ45 이외의 나머지 3가지 케이블 종류 "CAT.6./RJ11/BNC"를 선택하여 Cable length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Note1 : Main tester와 Remote tester를 사용할 경우, Main tester의 SCAN포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Main tester의 SCAN포트는 Local(only Main tester)테스트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Note2 : 케이블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Cailbrate(케이블 길이 보정계수 기능)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케이블의 재료사용, 생산벤더의 차이 등을 이유로
케이블길이 값의 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제조사의 1M 케이블을 테스트한 결과 값이 1M로 나온다면 Tester기기에서
calibrate 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B제조사의 1M 케이블을 테스트한 결과
값이 1.8M 등으로 초과된 결과 값이 나온다면 Tester기기에서 calibrate 값을 조정하여
1M로 맞추고 calibrate 값을 저장해놓으면, 앞으로는 B제조사의 케이블은 길이에 관계없이
정확한 길이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Note3 : 길이 측정 범위는 1~2,000m, 교정 정밀도는 2 % (+/-0.5m, 또는 +/-1.5 피트),
측정 정밀도는 3 % (+/-0.5m, 또는 +/-1.5 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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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45/RJ11/BNC케이블의 길이테스트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측정 결과이미지
. 길이측정을 진행한 네트워크 케이블의 1~8pin의 길이가 105.3M로 측정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 short(단락) 발생이미지
. 길이측정을 진행한 네트워크 케이블의 3~8pin의 길이는 105.3M로 측정되었으며,
1번과 2번 pin에서 short(단락)가 발생하여 50.8M로 측정되었습니다.

RJ11 6pin케이블 길이측정 결과이미지
. 길이 측정을 진행한 케이블의 1~6pin의 길이는 95.6M로 측정되었습니다.

BNC 케이블 길이측정 결과이미지
. 길이 측정을 진행한 케이블의 1,2pin의 길이는 60.2M로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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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기능(Calibration)

. Main tester의 메인메뉴에서 "Length" 항목을 선택하고 케이블 종류메뉴에서 "RJ45"
항목을 선택합니다. Calibration 항목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의 길이가 측정됩니다. 10.4Meter로 측정되었으나, 실제길이가 10Meter인 케이블이
었다면
버튼을 눌러서 10.0Meter로 길이를 맞추어줍니다.
그리고 수정한 설정 값을 Calibration 1번 항목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Note1 : 측정 케이블의 재료사용, 생산벤더의 차이 등을 이유로 케이블길이 값의 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Calibration" 값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의 생산벤더, 종류,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개의 Calibration 값을 저장하였다면, 해당
케이블을 테스트할 경우에 "Load Data" 항목에서 저장했던 Calibration 값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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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기능(POE 테스트)

. POE스위치 또는 POE라우터에 연결된 RJ45케이블을 Main tester의 POE포트에 연결하고
메인메뉴에서 POE항목으로 이동합니다. "Start" 메뉴를 눌러서 동작시키면 pin별로
출력되는 POE 전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기능(PING 테스트)

. 인터넷 및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회선을 편리하게 체크할 수 있는 PING테스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의 명령프롬프트 "CMD" 메뉴와 같으며, IP주소, DNS서버 주소
등으로 PING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측정된 PING 데이터 값을 메모리(Micro SD)에 저장하여, 백업 및 활용이 용이합니다.

. PING 테스트진행을 위한 IP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ING메뉴에서 Configration
메뉴로 이동하여, PING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IP주소, 서브넷마스크, DNS서버 주소를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회선을 Main tester에 연결하고, PING테스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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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기능(시스템설정)

. 시스템설정 메뉴는 LCD의 밝기조절, 밝기유지시간, 자동꺼짐 시간설정,
LCD화면색상변경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사양
Technical indexes:
NEXT-8501POE Transmitter specifications
Indictor

LCD 320x240 mm, with backlight

Cable test types

STP/UTP 5E,6E network , telephone , coaxial cable

Max. distance of wiremap

2000 m

Max. distance of tracing

2000m

Max. distance of cable
length
Min. distance of
calibration

1000 m
10 m

Accuracy

3% ( after calibration )

Compatible connectors

RJ11，RJ45 ,BNC, PING/POE

Cable map indication

LCD

Work temperature /
humidity
Dimension(LxWxD)

10℃ ~ -60℃ / 0℃~70℃
173x92x34mm

NEXT-8501POE Remote unit specifications
Compatible connectors

RJ11，RJ45, BNC

Remote

1

Dimension(LxWxD)

106x32x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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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제 품 명

RJ11/RJ45/BNC
POE/PING Cable
Length Tester

모 델 명

NEXT-8501POE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제조자
(수입원)
주소

전 화

(주)이지넷
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 의 사 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슬림PC를 위한 LP브라켓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슬림PC를 위한 LP브라켓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이나 퀵서비스를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회
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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