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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케이블 링크작업 과제번호 제1과제

경기시간 2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광케이블 링크작업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가. 작업 지시 사항

      준비된 광케이블 SM-48C를 5m×2조로 준비하여 광섬유 융착 접속 작업대 양측 종단에 

고정시켜 양단말의 광섬유 심선을 상호접속하고, 광섬유의 접속 손실, 전체 손실, 접속 

케이블의 길이, 작업 소요시간 등을 평가한다.

    1) 준비작업(30분)

      ① SM-48C 광케이블 10m를 5m×2조로 절단하고 외피를 탈피하여 지참하시오.

      ② 절단하여 지참한 광케이블 FO-A, B를 접속 작업대 양단에 설치하시오.

      ③ [그림1-1]과 같이 광케이블의 외피를 탈피하여 지참한 광케이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오.(인장선 및 루즈튜브 10cm) 

      ④ 광케이블 접속 장비(광섬유 접속기)와 공구 및 측정 장비(OTDR, 광원, 광력계 

등)의 전원을 공급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오.

      ⑤ 각 케이블의 케이블 선번을 네임타이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부착하시오. 케이블 

심선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표시하는 IN, OUT의 표시는 반드시 링크작업 중에 

실시하시오.

    2) 광케이블 링크작업(60분)

      ① 도면 [INC-1-2]와 같이 FO-A측 FO-A1 광케이블 시작 측 제1유닛의 1번 심선에 광 

피그테일 코드를 융착 접속하고 네임타이로 IN 표시 하시오. 

      ② 도면[INC-1-1]과 같이 FO-A1측 2번과 FO-B1측 1번을 엇갈림 융착 접속을 하고 

다음 번호로 하나씩 증가하여 순번대로 융착 접속 하시오. FO-B1의 마지막 

심선에는 광 피그테일 코드를 융착 접속하고 네임타이로 OUT 표시 하시오.

      ③ FO-A2측 1번과 FO-B2측 1번을 서로 융착 접속하고 그 다음 번호는 계속 순번대로 

평행 융착 접속 하시오.

      ④ 정해진 작업시간에 융착 접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단점을 찾아 피그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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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융착 접속하고 네임타이로 OUT 표시하시오. 

      ⑤ 제1과제 광케이블 융착 접속 결과 측정 기록지에 작업 소요시간, 광원-광력계 및 

Dummy fiber와 OTDR을 이용하여 측정한 거리 및 손실 값을 기록하고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으시오.

나.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반드시 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 하도록 하시오.(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됨) 

  ② 광케이블은 밟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외피 제거된 광섬유의 취급에 주의하여 

심선이 오염되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③ 광섬유의 코팅제거시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공구 

및 광섬유 융착 접속기의 광섬유 튜브 히터는 하나만 사용하시오.(고장을 대비한 예비 

장비 및 공구는 지참할 수 있음)

  ④ 광섬유의 코팅제거 후 광섬유 심선을 청소용 거즈로 2회 이상 닦고, 거즈(또는 헝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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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는 광섬유 1심선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시오. 각종 공구 및 장비는 접속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며 사용하시오.

  ⑤ 광케이블에 선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케이블 마크(네임)타이에 표시하여 부착하시오.

  ⑥ 광케이블의 융착 접속 손실이 0.5㏈ 이상인 경우 접속 불량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시오.

  ⑦ 모든 측정값은 측정 기록지에 기재된 단위와 일치하게 환산하여 기록하시오.

  ⑧ 모든 과제의 측정 기록지 작성은 반드시 흑색(또는 청색)펜 중 동일한 색의 펜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 및 싸인 펜 등으로 작성한 측정 기록지는 측정값으로 

인정 제외함)

  ⑨ 광원, 광력계, OTDR 등은 측정기의 예비 동작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비를 미리 가동하고 측정에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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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과제 광케이블 융착 접속 결과 측정기록지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케이블 링크 작업 과제번호 제1과제

경기시간 1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확      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선수
심사

위원

● ● -------------------------- ● ●

※ 측정 기록지 작성시 주의사항

① 측정기록지의 작성은 반드시 흑색(또는 청색)펜 중 동일한 색의 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 및 싸인 펜 등으로 작성한 측정 기록지는 측정값으로 인정 제외함)

② 광섬유의 측정레벨, 손실 값, 거리 등은 요구하는 단위에 따라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기록할 것.

③ 측정조건 : 광섬유의 굴절률은 1.46800, 측정파장 (1,550㎚)

1. 광원-광력계 및 OTDR을 이용한 측정

  

측정

파장
기준레벨 측정레벨 손실 값 거리 비고

1,550[㎜]

[㏈m] [㏈m] [㏈] [m] 선수기록

[㏈m] [㏈m] [㏈] [m] 심사위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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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TP 케이블 링크작업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가. 작업 지시 사항

      20m의 UTP 케이블,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RJ-45) 40개와 플러그용 부츠 40개, 모듈러 

커넥터 잭(RJ-45) 40개를 사용하여 최대의 링크 연결 수와 접속 상태 등을 평가한다.

    1) 준비작업(30분)

      ① 준비된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 부츠, 모듈러 커넥터 잭 등의 수량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대에 정리하시오. 

      ② Cat5e UTP 케이블을 50㎝×40조로 정확하게 재단하시오.

      ③ UTP 케이블 접속 공구와 관련 측정기기를 준비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오.

      ④ 100cm 1조의 케이블을 재단하여 대조 확인용으로 만들고 케이블의 중간에 

네임타이를 사용하여 “대조용”이라고 표시하시오.

    2) UTP 케이블 링크작업(30분)

      ① 첫 번째 케이블의 양단을 모듈러 커넥터 잭으로 작업하시오.

      ② 두 번째 케이블의 양단을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로 작업하시오.

      ③ 도면[INC-1-3]와 같이 커넥터 잭, 커넥터 플러그로 번갈아 가면서 연속 

작업하시오.

      ④ 모듈러 플러그에는 반드시 부츠를 삽입하여야 하며, 부츠가 미 삽입된 케이블은 

완성 링크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오.

      ⑤ 링크 구성 시 케이블의 배선과 도통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하시오.

      ⑥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한 케이블을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감고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여 작업 완료된 케이블의 3곳 이상 포박하고 작업대 위에 위치시키시오.

      ⑦ 측정기록지에 거리 및 링크 상태를 기록하시오.

나.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반드시 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 하도록 하시오.(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됨) 

  ② 작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위원의 지시와 설명을 준수하고 경기 중 작업 

위치는 심사위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작업하시오.

  ③ 부츠가 미 삽입된 것이 있으면 감점 처리되며, UTP 케이블 피복의 삽입과 고정상태, 

정렬 등도 채점에 반영되므로 주의하여 작업하시오.

  ④ 전체 링크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점처리 되니 유의하시오.

  ⑤ 모든 측정값은 측정 기록지에 기재된 단위와 일치하게 환산하여 기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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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과제 UTP케이블 링크 접속 결과 측정기록지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케이블 링크 작업 과제번호 제1과제

경기시간 1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확      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선수
심사

위원

● ● -------------------------- ● ●

1. 통신 상태 측정

작업 완료

링크 수량
통신상태

통신 가능

링크 수량
접속길이 비고

(     )링크 OK / NG (     )링크         [m] 선수 기록

(     )링크 OK / NG (     )링크         [m] 심사위원 기록

* LAN Tester 또는 Cable IQ 등을 이용하여 측정

※ 측정 기록지 작성시 주의사항

① 측정기록지의 작성은 반드시 흑색(또는 청색)펜 중 동일한 색의 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 및 싸인 펜 등으로 작성한 측정 기록지는 측정값으로 인정 제외함)

② UTP 케이블의 거리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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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제 재료 목록 직종명 통신망 분배기술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격 단위 1인당

소요량
공동

소요량
추정
단가 비고

1 나사 못 목공용⏀3, L=20 개 100 지참

2 벨크로 타이 폭:16[mm], 흑색
(절단하여 지참) 개 3 지참

3 케이블 마운트 20*20[mm],
볼트 체결식 개 20 지참

4 케이블 마운트 20*20[mm],
스티커 접착식 개 20 지참

5 광섬유 케이블 옥외용, SM48c, ⏀0.25,
루즈 튜브형 m 10 지참

6
모듈러 커넥터 잭
Toolless Type

RJ-45, Cat-5e 
R3061(Panasonic) 또는 동등품

개 40 지참

7 케이블 타이 흑색, 200[m] 봉 1 지급

8 케이블 타이 흑색, 100[m] 봉 1 지급

9 열수축 슬리브 L=60[mm], 내경 ⏀1.0
광섬유 융착접속용(100개입) 봉 1 지급

10 광편단(pigtail)코드
SM,편단SC,L=2[m], ⏀0.9
외부튜브, 케브라 불필요
3대 통신사 BMT합격품

개 2 지급

11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 RJ-45, 8P8C, SJC 개 40 지급

12 커넥터 부츠 RJ-45 플러그용 개 40 지급

13 UTP 케이블
U/UTP 4Pr 극동 Nexans 
Cat-5e, 300m

상자 1 지급

14 케이블 마크(네임) 타이 백색, 100[mm],선번표시용 봉 1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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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광통신망 분배작업 과제번호 제2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광지중함체(UG-FOC), 광분배함체(FDF), EIA 19”RACK 등을 시설배치도에 따라 

설치하고, 광섬유 케이블과 접속 자재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 분배 접속 작업을 

완성하시오.

  가. 광케이블 접속 작업

    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지급된 도면 [INC-2-1] ~ [INC-2-5]를 기준하여 작업하시오.

    ② 옥외용 광케이블을 10m씩 절단하여 FO-01 ~ 04로 사용하여 FDF(1E), 광지중함체, 

FDF(2E)간을 포설하고 접속 작업하시오.

    ③ 포설시 케이블 트레이를 거쳐서 케비넷 렉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은 WIRE CABLE 

BRACKET-D에 고정하여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오.

       (옥외용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X자 결박하고 옥내용 케이블은 벨크로 

타이를 사용하여 결박하시오.)

    ④ 벽면에 여장처리 되는 케이블은 반드시 마운트를 사용하여 3곳 이상 결박하시오.

    ⑤ 각 케이블은 도면 [INC-2-4]의 여장 지점에 반드시 여장 처리하시오.

    ⑥ 도면 [INC-2-5]의 광섬유 접속 배선도에 따라 광단자함, 광지중함체, 광분배함 

내부에 융착접속과 2m의 광피그테일 코드를 사용한 접속 작업을 수행하시오.

    ⑦ 접속 후 남은 심선들은 절단하지 말고 여장 정리 하시오.

    ⑧ 접속이 완료되면 도면 [INC-2-5]에 따라 해당 포트에 2m의 광패치 코드를 사용하여 

패치 연결 하시오.

    ⑨ 모든 광케이블과 광 점퍼 코드의 양측 종단에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고 

광분배반(FDF), 돔형함체는 지정된 선번표를 작성하시오.

    ⑩ 작업을 완료 후 포트 [PC-A] ⇔ [PC-B], [PC-C] ⇔ [PC-D]간의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측정용 장비를 사용하여 거리 및 손실 값을 측정하여 측정기록지에 

기록하시오.

    ⑪ [PC-A] ⇔ [PC-B]의 길이는 303 ~ 322m, 손실 값은 6dB이하로 작업하시오.

    ⑫ [PC-C] ⇔ [PC-D]의 길이는 152 ~ 162m, 손실 값은 9dB이하로 작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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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반드시 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시오.(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됨) 

  ② 광케이블은 밟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외피 제거 후 광섬유의 취급에 주의하여 

심선이 오염되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하시오.

  ③ 광섬유의 코팅제거시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공구 

및 광섬유 융착 접속기의 광섬유 튜브 히터는 하나만 사용하시오.(고장을 대비한 예비 

장비 및 공구는 지참할 수 있음)

  ④ 광케이블의 외피 제거 길이는 100㎝로 하고 케이블의 여장은 감아 두시오. 튜브 

길이와 인장선 길이는 선수가 지참한 광분배함, 광단자함, 광지중함체에 맞게 

작업하시오.

  ⑤ 광케이블의 인장력,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하고, 모든 작업은 미려함을 

고려하여 작업하시오.

  ⑥ 모든 측정값은 측정 기록지에 기재된 단위와 일치하게 환산하여 기록하시오.

  ⑦ 모든 과제의 측정 기록지 작성은 반드시 흑색(또는 청색)펜 중 동일한 색의 펜만을 

계속 사용 하여 작성하시오.(연필 및 싸인 펜 등으로 작성한 측정 기록지는 

측정값으로 인정 제외함)

  ⑧ 광원, 광력계, OTDR 등은 측정기의 예비 동작시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비를 미리 가동하고 측정에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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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제 광섬유 케이블 접속 결과 측정기록지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광통신망 분배작업 과제번호 제2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확      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선수
심사

위원

● ● -------------------------- ● ●

※ 레벨, 손실, 거리 값 등은 소수점 3째 자리까지 판독 및 기록하시오.(측정기에 따라 소수 둘

째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측정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기록하시오.)

1. 광케이블 전송 손실 측정 (측정점:PC-A ⇔ PC-B)

 

측정
파장
[nm]

광원-광력계 측정 OTDR 측정

비고측정코드
기초손실
[㏈m]

측정
레벨[㏈m]

손실 값
[dB]

광섬유
거리[m]

광섬유
손실[㏈]

1,550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2. 광케이블 전송 손실 측정 (측정점:PC-C ⇔ PC-D)

 

측정
파장
[nm]

광원-광력계 측정 OTDR 측정

비고측정코드
기초손실
[㏈m]

측정
레벨[㏈m]

손실 값
[dB]

광섬유
거리[m]

광섬유
손실[㏈]

1,550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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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제 재료 목록 직종명 통신망 분배기술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격 단위 1인당

소요량
공동

소요량
추정
단가 비고

1 EIA 19″OPEN RACK
W=600mm, H=25U 
D링 외 액세서리 포함
EIA-310D/IEC-60297/DIN-41494 

set 1 지참

2 소형랙
SAFE-750H 15U
(750(H)*600(D)*600(W))
IEC, DIN, EIA 준수

set 1 지참

3 지중함체 24C용 TRAY 2개 포함
KS, KC규격 준수 set 1 지참

4 광분배함(FDF)
EIA 19″,1U, 24-SC,
24C용 TRAY 2개 포함
KS, KC규격 준수

set 2 지참

5 매니저 판넬 EIA 19″, 1~2U
CABLE RING 포함 set 2 지참

6 케이블 마운트 20*20[mm],
볼트 체결식 개 20 지참

7 보호튜브 또는 헬리컬밴드 청색, 등색 등 m 1 지참

8 벨크로 타이 폭 12[mm] 이상 m 10 지참

9 광섬유케이블
옥외용, SM12C, Ø0.25,
Gell-less, 루즈 튜브형
KS, KC규격 준수

m 42 지급

10 열수축 슬리브
L=60[mm], Ø1
광섬유 융착접속용,KS, KC규
격 준수(100개입)

봉 1 지급

11 광편단(pigtail)코드
SM,편단SC,L=2m,φ0.9 
외부튜브, 케브라 불필요,KS, 
KC규격 준수

개 35 지급

12 광패치 코드
SM, 양단SC, L=2m,φ2KS, KC
규격 준수

개 20 지급

13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 0.9mm(신광)
SC-PC 국내 통신사 납품제품 개 9 지급

14 기계식 광접속자 FMSEZ-025/09 or 동등품 개 9 지급

15 원형스티커 사무용 원형스티커 봉 1 지급



통신망분배기술 [제3과제] 9 - 1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통신실 백본 
네트워크 구축 작업 과제번호 제3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STP CAT-6, UTP CAT-5e, M/UTP CAT-5e 표준에 준하는 케이블 접속 자재들을 이용하여 

통신실 백본 네트워크를 완성 구축하시오.

  가. 시설 설치 작업

    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반드시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시오.

    ② 지급된 도면 [INC-3-1]에 맞추어 각종 패널을 시설하시오.

  나. STP 4Pr CAT-6 접속 작업

    ① STP 4Pr CAT-6 케이블을 14m×5조로 절단하여 패치 패널(1B)와 패치 패널(2B) 양측 

간을 포설하고 접속하시오.

    ② 케이블 포박(묶음 만들기) 작업은 30cm당 1회 이상을 실시하시오. 케이블 트레이를 

경유할 때는 트레이의 모든 곳에 결박하시오. 

    ③ 모든 접속 케이블의 양측 종단에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시오.

    ④ 포설시 케이블 트레이 및 WIRE CABLE BRACKET-D를 경유하는 구간은 반드시 

벨크로테이프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오.

    ⑤ STP 패치 케이블 10조를 이용하여 도면 [INC-3-2]와 같이 패치 접속 하시오.

    ⑥ 각 포트 간의 통신 상태 및 Shield를 확인하시오. 

    ⑦ 각 포트의 전송 길이가 17.8 ~ 18.9m가 되도록 작업하시오. 

  다. UTP 4Pr CAT-5e 접속 작업

    ① UTP 4Pr CAT-5e 케이블을 14m×5조로 절단하여 패치 패널(1C)와 패치 패널(2C) 양측 

간을 포설 접속하시오.

    ② UTP 4Pr CAT-5e 케이블을 14m×5조로 절단하여 펀치 다운형 패치 패널(1D)와 펀치 

다운형 패치 패널(2D) 양측 간을 포설 접속하시오. 

    ③ 케이블 포박(묶음 만들기) 작업은 30cm당 1회 이상을 실시하시오. 케이블 트레이를 

경유할 때는 트레이의 모든 곳에 결박하시오. 

    ④ 모든 접속 케이블의 양측 종단에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시오.

    ⑤ 포설시 케이블 트레이 및 WIRE CABLE BRACKET-D를 경유하는 구간은 반드시 

벨크로테이프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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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m×20조의 UTP 모듈러 플러그 케이블을 제작하여 [INC-3-3], [INC-3-4]와 같이 

패치 접속하시오.

    ⑦ 각 포트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시오. 

    ⑧ 각 포트의 전송 길이가 15.6 ~ 16.6m가 되도록 작업하시오.

  라. M/UTP 25Pr CAT-5e 접속 작업

    ① 지급한 M/UTP 25Pr CAT-5e 케이블 14m×2조로 절단하여 MT-01, MT-02로 사용하여 

패치 패널(1A)와 패치 패널(2A) 양측 간을 포설하고 접속하시오.

    ② 1m×24조의 패치 케이블을 제작하여 도면 [INC-3-5]와 같이 패치 접속하시오.

    ③ 접속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시오.

    ④ 포설시 케이블 트레이 및 WIRE CABLE BRACKET-D를 경유하는 구간은 반드시 

벨크로테이프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오.

    ⑤ 각 포트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시오. 

    ⑥ 각 포트의 전송 길이가 15.6 ~ 16.6m가 되도록 작업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반드시 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 하도록 하시오.(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됨) 

  ② 19"랙에서 실장 유닛번호는 하단 측을 1번으로 개시하여 상단 측으로 번호를 

부여하시오.

  ③ 모든 케이블의 여장 포인트에는 여장을 확보하여 하며 패치 패널의 뒤쪽에는 6포트 

묶음 가닥별로 가이드 바에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박하시오. 

  ④ 케비닛 랙의 패치 패널은 가이드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6포트 묶음 가닥별로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박하시오.

  ➄ 외피제거 길이, 피복제거, 인장력,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하시오. 

  ⑥ 펀치다운 패치패널 작업시 반드시 1P툴을 사용하여 작업하시오.(위반시 감점처리 됨)

  ⑦ 작업구간별 또는 작업 요소별로 측정 시험하여 고장을 미리 예방하시오. 

  ⑧ 패치 패널의 패치 케이블의 정리는 반드시 매니저 패널(패치스루)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케이블 가이드, 랙 내부, 랙 정면 또는 측면을 이용하시오.

  ⑨ 케이블 묶음은 반드시 30cm당 1회 이상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포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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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제 케이블 접속 결과 측정기록지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통신실 백본 네트워크 
구축 작업 과제번호 제3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확      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선수
심사

위원

● ● -------------------------- ● ●
※ 레벨, 손실, 거리 값 등은 소수점 3째 자리까지 판독 및 기록하시오.(측정기에 따라 소수 둘

째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측정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기록하시오.)

통신 상태 측정

통신 가능

구간 개소

통신 불가능

구간 개소

기준 길이 

미달 개소
비고

STP

(1B-2B)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UTP

(1C-2C)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UTP

(1D-2D)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M/UTP

(1A-2A)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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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제 재료 목록 직종명 통신망 분배기술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격 단위 1인당

소요량
공동

소요량
추정
단가 비고

1 STP 패치 패널
EIA 19″RACK용

1U, 16~24포트
Keystone Jack용
TIA/EIA 568A,B 규격만족
CAT.6 Enhanced 성능만족

set 2 지참

2 UTP 패치 패널
EIA 19″RACK용

1U, 24포트
Punch Down 작업형, 국산
TIA/EIA 568A,B 규격만족
CAT.5 Enhanced 성능만족

set 2 지참

3 UTP 패치 패널
EIA 19″RACK용

1U, 24포트
Keystone Jack용, 국산
TIA/EIA 568A,B 규격만족
CAT.5 Enhanced 성능만족

set 2 지참

4 110B 패치 패널
EIA 19″RACK용

2~3U, 50Pr형 커넥팅 블록
부속 부품 일체 포함, KS, KC
규격 준수

set 2 지참

6 매니저 패널
EIA 19″RACK용

1~2U
부속 부품 일체 포함, 국산 set 8 지참

7 UTP 케이블 가이드바 WIRE CABLE BRACKET-B 개 8 지참

8 패치코드 S/FTP CAT-6 4Pr, (T568B)
L=2.0m, KS, KC규격 준수 개 10 지참

9 벨크로 타이 폭 12[mm] 이상 m 30 지참

10 S/FTP 케이블 Cat-6, 4Pr
LSZH 4PR CAT6 LS산전 동등품 m 62 지급

11 멀티 UTP케이블
Cat-5e, 25Pr
극동 nexans 동등품 
KS, KC규격 준수

m 30 지급

12 110 와이어링블록
50Pr형 ISO 11801,
EIA/TIA-568-B 규격 만족
IDC재성단 최소 200회 보장

개 4 지급

13 110 블록 핀 단자 5Pr형ISO 11801,
EIA/TIA-568-B 규격 만족 개 4 지급

14 110 블록 핀 단자 4Pr형 ISO 11801,
EIA/TIA-568-B 규격 만족 개 20 지급

15 RJ-45 모듈러 잭 S/FTP, Cat-6, 4Pr용
DEK-1333SH 또는 동등품 개 10 지급

16 RJ-45 모듈러 잭 Cat-5e, 4Pr용
DEK-1233 또는 동등품 개 10 지급

17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 RJ-45, CAT-5e SJC(100개입) 봉 1 지급

18 커넥터 부츠 RJ-45 플러그용, 국산
(100개입) 봉 1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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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과제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가입자망 구축작업 과제번호 제4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1. 요구사항
  ※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주택부스 작업 영역에 멀티미디어 분배함, 아울렛, 배선관, 덕트 등을 설치하고, 단자 

간 각종 케이블을 배선하여 멀티미디어 구내(댁내) 가입자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시오.

  가. 시설 설치 작업

    ① 지급된 도면[INC-4-1]를 기준하여 작업하시오.

    ② IDF, OFD, FTTH 등을 설치하고, IDF와 아웃렛 간을 연배선관으로 연결하시오.

    ③ 연배선관 고정 시 시설물에서 12cm(오차±3cm) 위치에 반드시 새들을 사용해서 

고정하시오.

    ④ 원형 배선관이 곡면으로 꺽이는 양쪽 부분에도 반드시 새들을 사용해서 고정하시오. 

    ⑤ 원형 배선관의 직선 부분은 30cm이내에 1회 이상 새들로 고정하시오.

  나. 광섬유 케이블 배선 작업

    ① 도면 [INC-4-2]에 준하여 작업하시오.

    ② 옥내용 광케이블 5m를 F0-05로 사용하여 OFD와 W-FDF 간을 포설 및 접속하시오.

    ③ 드롭광케이블 2m×2조를 도면 [INC-4-2]과 같이 패치 접속 하시오.

    ④ 도면 [INC-4-2]의 광섬유 접속 배선도에 따라 OFD, W-FDF 내부에 융착접속과 2[m]의 

광피그테일 코드를 사용하여 접속하시오.

    ⑤ 융착접속 후 남은 휴심선들은 절단하지 말고 여장 정리 하시오.

    ⑥ 광단자함 등의 배선이 완료되면 2m 길이의 광 패치코드를 사용하여 각 종단들을 

상호 패치 연결하시오.

    ⑦ 모든 광케이블과 광 점퍼 코드의 양측 종단에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고 

단자함체(OFD), W-FDF는 지정된 선번표를 작성하시오.

    ⑧ 작업을 완료 후 포트 [PC-E] ⇔ [PC-F]간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측정용 장비를 사용하여 거리 및 손실 값을 측정하여 측정기록지에 

기록하시오.

    ⑨ 포트 [PC-E] ⇔ [PC-F]간의 전송 거리는 86.6 ~ 92m, 손실 6dB이하로 작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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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TP 4Pr CAT-5e 케이블 배선 작업

    ① 도면 [INC-4-3]에 준하여 작업하시오.

    ② UTP 4Pr CAT-5e 케이블을 2m×10조로 절단하여 IDF 랜블록 단자에서 연배선관을 

경유하여 TO-03 ~ 05 간에 포설 및 접속하시오.

    ③ UTP 4Pr CAT-5e 케이블을 1m×7조로 절단하여 도면 [INC-4-3]와 같이 패치 

연결하시오.

    ④ 작업을 완료 후 포트 [UPC-A] ⇔ [UPC-B]간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측정용 장비를 사용하여 거리 및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측정기록지에 

기록하시오.

    ⑤ 포트 [UPC-A] ⇔ [UPC-B]간의 길이는 25.7 ~ 27.4m가 되도록 작업하시오.

  라. 동축 케이블 배선 작업

    ① 도면 [INC-4-4]에 준하여 작업하시오.

    ② 동축 케이블 3m×4조로 절단하여 IDF 동축 분배기 단자에서 연배선관을 경유하여 

TO-01, 02 간에 포설 및 접속하시오.

    ③ 동축 케이블의 양측 종단에 케이블의 선번을 부착하시오.

    ④ 동축 분배기‘IN’단자와 단말(아웃렛)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시오. 

2. 선수 유의사항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반드시 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 하도록 하시오.(보안경, 안전화 및 긴바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 됨) 

  ② 광케이블의 접속 작업시 광케이블을 밟지 않도록 하고, 외피제거부에서 광섬유가 

절단되거나 방치하여 광섬유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

  ③ 광케이블의 외피 제거 길이는 100㎝로 하고 케이블의 여장은 감아 두시오. 

  ④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지급 재료의 손실 또는 망실이 발생하여 재료를 재지급 받는 

경우 감점 처리됨을 유의하시오.

  ⑤ 연배선관에 케이블 포설시 반드시 케이블 선통기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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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제 케이블 접속 결과 측정 기록지

 직 종 명 통신망분배기술  과제명 가입자망 구축 작업 과제번호 제4과제

경기시간 3시간 비번호 심사위원
확    인 (인)

확      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선수
심사

위원

● ● -------------------------- ● ●
※ 레벨, 손실, 거리 값 등은 소수점 3째 자리까지 판독 및 기록하시오.(측정기에 따라 소수 둘

째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측정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기록하시오.)

1. 광케이블 전송 손실 측정(측정점:PC-E ⇔ PC-F)

측정파장
[nm]

광원-광력계 측정 OTDR 측정

비고
측정코드

기초손실[㏈m]
측정

레벨[㏈m]
손실 값
[dB]

광섬유
거리[m]

광섬유
손실[㏈]

1,550
[㏈m] [㏈m] [dB] [m] [㏈] 선수기록

[㏈m] [㏈m] [dB] [m] [㏈] 심사위원
기록

2. UTP 케이블 통신 상태 측정(측정점:UPC-A ⇔ UPC-B)

통신 상태 판정 통신 거리 비고

UTP
OK / NG [m] 선수기록

OK / NG [m] 심사위원기록

3. 동축 케이블 전송 손실 측정(측정점:IN ⇔ TO-01, 02)

   해당 칸에 PASS 또는 FAIL로 기록하시오.

주파수
[MHz] 54 473 806

TO-01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T0-02
선수기록

심사위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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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제 재료 목록 직종명 통신망 분배기술
일련
번호 재 료 명 규격 단위 1인당

소요량
공동

소요량
추정
단가 비고

1 구내단자함(IDF) 300mm * 300 mm, 매립형
KS, KC규격 준수 set 1 지참

2 광단자함(OFD) 8-Port, SC Type
KS, KC규격 준수 set 1 지참

3 LAN 블록단자 패치형 10:10, KS, KC규격 준수 set 1 지참

4 광분배함(W-FDF)
벽면 부착형
24C용 TRAY 2개 포함
KS, KC규격 준수

set 1 지참

5 동축 분배기
TV 신호 분배용

3-way, 4-Way, BW=5~870 MHz 
이상 삽입손실 7,10 dB 이하 
제품, KS, KC규격 준수

EA 1 지참

6 4구 통신아울렛
매입형 아웃렛, 단자 박스,

광,동축,LAN 출력단자 포함
KS, KC규격 준수

set 5 지참

7 나사못 목공용, Ø4, L=10mm 개 100 지참

8 4각 배선관 80x60mm, L=450mm, KS, KC규
격 준수 set 1 지참

9 4각 배선관 1-1 커버 80x1550mm, 도면 #2 참조 set 2 지참

11 광섬유케이블
옥내용, SM12C,Ø0.9,
KS, KC규격 준수

m 7 지급

12 드롭광케이블
옥외용, Ø3.0, Tight-Buffer
형, KS, KC규격 준수

m 6 지급

13 배관커넥터 배선관 CD φ22 용 개 10 지급

14 새들 배선관 CD φ22 용 개 25 지급

15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 3.0mm 드롭광용(신광)
SC-PC 국내 통신사 납품제품 개 6 지급

16 열수축 슬리브
L=60[mm], Ø1
KS, KC규격 준수(100개입)

봉 1 지급

17 광편단(pigtail)코드
SM,편단SC,L=2m,φ0.9 
KS, KC규격 준수 개 20 지급

18 광패치 코드
SM, 양단SC, L=2m,φ2KS, KC
규격 준수

개 10 지급

19 모듈러 커넥터 플러그
RJ-45, CAT-5e, KS, KC규격 
준수 (100개입)

봉 1 지급

20 커넥터 부츠
RJ-45 플러그용, KS, KC규격 
준수 (100개입)

봉 1 지급

21 모듈러 커넥터 잭
Toolless Type

RJ-45, Cat-5e 
DEK-1233 또는 동등품

개 10 지급

22 연배선관 배선관 CD φ22 용 m 10 지급

23 동축케이블 5CFBT m 14 지급

24 동축커넥터 F형 개 1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