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Smart-UPS® RT
1000VA 및 2000VA
220/230/240 타워형/랙장착형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사용자 설명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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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American Power Conversion Corporation (APC)은 첨단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초정압 스위치, 전원 관리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장비를 선도하는 국내 및 국제 제조업체입니다. APC 의 제품들은 전세계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원 장애의 위협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APC 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는 고객의 컴퓨터나 기타 소중한 전자장비를 정전이나 절전, 침하,
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UPS 는 작은 전기 회선 불안정을 제거하고, 전기 회선을
내부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장애로부터 고객의 장비를 절연합니다. UPS 는 전기 회선이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자체 내장 배터리로부터 지속적인 전원을 제공합니다.
본 장치에 대해 준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은 보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취급 안전
UPS 의 중량으로 인해 설치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UPS 를 가볍게 하려면, UPS 를 랙에 놓거나
탑재하는 동안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듈 역시 무겁기 때문에 제거와 설치 중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배터리 제거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은 Smart-UPS 설치: 배터리 모듈 제거 (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8 kg (<40 lb)

32–55 kg (70–120 lb)

>55 kg (>120 lb)

18–32 kg (40–70 lb)


본 장비는 전도성 오염물질이 없는, 온도가 조절되는 실내 구역에서 설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실제 온도 범위에 대해서 APC 웹사이트에 나오는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생명 지원 응용제품 정책
일반적인 정책으로서, APC 는 APC 제품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생명 지원 장치의 고장을 초래하거나 동
장치의 안전이나 효과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생명 지원 응용제품에는
어떠한 APC 제품 사용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APC 는 직접적인 환자 관리에는 어떠한 APC 제품 사용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APC 는 APC 가 만족할 만한 서면 보증에서 (a) 부상이나 손해의 위험이
최소화되었고, (b) 고객이 모든 해당 위험을 지며, (c) APC 의 책임이 정황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을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응용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APC 의 제품을 고의로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지원 장치로 간주되는 장치의 예는 신생아 산소분석기, 신경 자극장치(마취나 진통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자동수혈 장치, 혈액 펌프, 세동제거기, 부정맥 탐지기 및 경보기,
맥박조정기, 혈액투석 시스템, 복막투석 시스템, 신생아 인공호흡 인큐베이터, 성인 및 유아용
인공호흡기, 마취용 인공호흡기, 주입 펌프, 및 기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위험”하다고 지명된
기타 모든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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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급 배선 장치와 누설전류는 많은 APC UPS 시스템에 옵션으로 주문될 수 있으며, APC 는 본
수정을 가한 장치가 APC 나 기타 기관에 의해 병원 등급으로 증명되거나 열거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은 직접적인 환자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전기 안전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작업하지 마십시오.



전원코드와 플러그, 소켓의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접지 시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 또는 기타 장비에 연결하기 전에 AC 전원 콘센트에서
장비를 분리하십시오. 모든 연결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서로 다른 전기 접지를 지닌 두 표면을 만져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용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가능하면, 한 손을 사용하십시오.



장비는 3 선 AC 콘센트(두 극에 접지를 더한 것)에 연결하십시오. 콘센트는 적절한 지 회선/간선
보호장치(퓨즈 또는 차단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콘센트에 대한 연결은 감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MC 지침에 대한 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UPS 에 부착된 출력 코드의 길이는 10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압차단 안전


장비에 내장된 전력원(배터리)이 있을 경우, 출력은 장치가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가압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전압을 차단하려면, OFF 버튼을 1 초 이상을 눌러서 장비의 스위치를 꺼주십시오. AC 전원
콘센트에서 장비를 분리하십시오. 장치 전면에 위치한 배터리 모듈 커넥터 플러그를 빼십시오.
커패시터의 전압을 차단하려면 ON 버튼을 누르십시오.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장비에는 부하 장치(컴퓨터 장비)로부터 누설전류를 옮기는 보호용 접지
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누설전류는 3.5 mA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본 장비의 고장이 생명 지원 장비의 고장을 초래하거나 동 장비의 안전 또는 효과를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생명 지원 응용제품에는 본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안전


본 장비에는 위험이 잠재된 전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만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사용한 배터리 교체는 허용됩니다. 배터리를
제외하고, 장치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는 숙련된 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불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뜯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부나 눈에 해로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단자나 배터리 팩을 전선이나 기타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기 위험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터리 교체 시 손목시계, 그리고 반지와 같은
보석류를 제거하십시오. 절연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장비에 처음 설치된 배터리와 동일한 번호와 유형의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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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 및 재활용
교체용 배터리 세트와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판매업체에 문의하거나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재활용을 위해 배터리는 반드시 APC 에 반환하십시오.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 포장재에 담아 APC 에
우송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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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포장 풀기
UPS 를 수령하시면 내용물을 살펴보십시오. APC 는 제품을 위해 포장을 견고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운송 중 사고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반업체와
판매업체에게 통보하십시오.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을 위해 보관하시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십시오.
포장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운송 패키지에는 UPS(배터리 미연결 상태), UPS 전면 베젤(분리
포장), 받침대(타워형 구성 시에 필요)와 소프트웨어 CD 한 장, 직렬 케이블 한 개, 전원 코드
한 개, 받침대 나사, 제품 설명서를 포함하는 문서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UPS 는 배터리가 분리되고 전면 베젤이 제거된 채 운송됩니다. 설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께서 배터리를 연결하고 플라스틱 베젤(뒤에 설명)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UPS 위치 정하기
랙과 UPS 을 사용될 곳에 놓으십시오. UPS 는 무겁습니다. 중량이 무거우므로 설치 시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UPS 를 가볍게 하려면, UPS 의 위치를 정하는 동안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아래의 배터리 팩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중량을 감당할 만큼 단단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먼지가 과다하지 않고 통풍이 적절히 되는 보호구역에 UPS 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UPS 앞면과 뒷면의 공기 통풍구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양쪽 공간이 최소 1 인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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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습도가 지정된 제한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UPS 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APC
웹사이트(www.apc.com)에서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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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1. 지지 받침대 부착
If the UPS 가 타워형 구성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경우, 지지 받침대가 적절한
안정성을 위해 부착되어야 합니다.
1.

UPS 에 함께 포장된 4 개의 나사가 포함된 두
개의 받침대와 플라스틱 백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2.

그림처럼 UPS 를 천천히 옆면으로
눕히십시오.

3.

나사를 사용해 지지 받침대를 UPS 의 하단에
있는 구멍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4.

주의하여 지지 받침대 위로 장치를 수직으로
세우십시오.

1.

UPS 의 전면을 바라보면서, 배터리
컴파트먼트의 위치를 정합니다. 배터리
커넥터가 배터리 도어에 있는 구멍을 통해
배터리 컴파트먼트로 빠져나오는 케이블에
달려 있습니다.

2.

드라이버를 사용해 배터리 도어의 왼쪽 옆면
구석에 있는 두 개의 배터리 도어 나사를
제거하십시오. 안전한 장소에 나사를 따로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끼워야 합니다.

3.

커넥터 옆을 지나 케이블을 따라 배터리
도어를 밀어 배터리 도어를
제거하십시오(커넥터는 배터리 도어의
구멍을 통해 맞춰지게 됩니다). 배터리
도어를 따로 두십시오.

2. 배터리 도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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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 연결
1.

배터를 연결하려면, 배터리 커넥터를 배터리
컴파트먼트의 소켓으로 미십시오. 꼭 눌러서
완전히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커넥터가
올바르게 꽂히면 “찰칵” 소리가 들립니다.

2.

배터리 케이블과 흰색 코드를 배터리
커넥터에 제공된 공간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1.

배터리 도어를 제자리로 두고 배터리 도어의
구석쪽에 배터리 도어 나사 두 개를 원래대로
다시 고정시키십시오. 배터리 도어가 배터리
케이블과 흰색 코드를 가리게 됩니다.

2.

UPS 는 전면 베젤이 제거되고 메인 박스에
별도로 포장되어 운송됩니다. 베젤의 포장을
풀고 상단에 있는 차단 부분으로 베젤을
잡으십시오. 베젤 하단의 탭을 UPS 하단에
있는 슬롯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베젤 상단이
제 자리에 살짝 걸리게 하십시오. 베젤은
상단을 살짝 끌러, 베젤을 위로 밀어서 UPS
바닥의 탭 바깥쪽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배터리 도어와 전면 베젤 부착

5. UPS 에 장비 연결 및 AC 전원 공급장치에 UPS 연결하기
1.

후면 패널에 있는 전원코드의 암단자 끝을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그런 다음 수단자 끝을
양극, 삼선, 접지용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확장 코드와 어댑터 플러그 사용은 피하십시오.

2.

장비를 장비와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를 사용해 UPS 에 연결하십시오.

3.

연결된 장비를 모두 켜십시오. UPS 를 ON/OFF 스위치로 사용하려면, 연결된 장비의 스위치가 모두
켜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UPS 가 켜질 때까지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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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PS 켜기
UPS 를 켜기 전에 배터리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면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눌러 UPS 에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이것은 해당 장비가 켜져 있을 경우, 연결된 장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UPS 는 유틸리티* 전력에 연결될 때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는 최초로 정상
작동되는 네 시간 동안 완전히 충전됩니다. 본 최초 충전 기간 동안에는 전체 작동
시간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유틸리티 전력이란 이 설명서 내에서 배터리 전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UPS 내부 배터리
전력이 아닌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장치는 전원이 켜지면 2 주마다 자동으로 자가테스트를 수행합니다(기본설정). 기본 간격
변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본 설명서의 사용자 구성 가능 항목 절을
참조하십시오.
유틸리티 전력이 없을 때 UPS 를 켜려면, 본 설명서의 작동 절에서 콜드 스타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7. 액세서리 (선택사항)
본 UPS 에는 액세서리 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APC
웹사이트 www.apc.com 를 참조하십시오.
추가적인 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위해, PowerChute Plus®, Smart-UPS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이 제품은 대다수 주요 네트워크 작동 시스템에 대해 자동 무인 셧다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PowerChute Plus® 및 해당 설명서는 UPS 와 함께 포장된 CD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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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표시기 및 제어장치
Smart-UPS 에는 전면 패널에 위치한 전원 제어 및 작동 표시기가 있습니다. 후면 패널에는
입력 및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전면 패널

|
TEST

For Position Only

ON
, OFF
버튼은 UPS 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며, 연결된 장비의 스위치가
켜져 있을 경우 연결된 장비에 대한 주 제어장치로 작동합니다. UPS 는 유틸리티 전원에
부착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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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전원 켬
버튼을 눌렀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UPS 와 연결 장비에 전력이
공급됩니다.

콜드
스타트

UPS 가 꺼지고 유틸리티 전원이 없을 때, 콜드 스타트 기능을 사용해
UPS 의 배터리로부터 연결된 장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콜드 스타트는
일반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장치를 콜드 스타트 하려면,
버튼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짧은 신호음 다음에 긴 신호음이 들릴 것입니다. 긴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버튼을 놓으면 장치가 콜드 스타트 됩니다.
충전기는 UPS 플러그가 꽂혀 있고 유틸리티 전압이 존재할 때 배터리
전하를 유지합니다.

전원 끔
버튼을 눌렀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UPS 와 연결 장비의 전원이
꺼집니다.
부하

전면 패널 왼쪽에 있는 다섯 개의 LED 표시는 연결 장비가 사용되는 가용
전력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부하). 예를 들어 세 개의 LED 가 점등되면
연결 부하가 UPS 용량의 51%에서 68%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LED 모두가 점등이 되면 연결 부하는 용량의 85%에서 100% 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완전하게 테스트하여 UPS 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왼쪽 그림에서 부하 용량 임계값이 LED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값들은 UPS 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 테스트
자동
자가
테스트

UPS 는 전원이 켜지면 그 후로 2 주(기본값)마다 자동으로 자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기본 간격을 변경하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용자 구성
가능 항목 표를 참조하십시오.
자가 테스트가 자동으로 수행되어 정기적으로 수동 자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가 테스트 중에 UPS 는
간단히 배터리로 연결 장비를 작동시켜봅니다. UPS 가 자가 테스트를
마치면 온라인 작동 상태로 돌아옵니다. UPS 가 자가 테스트에 실패하면
UPS 에서 배터리 교체 LED 인
가 점등되고 바로 온라인 작동 상태가
됩니다. 연결 장비는 테스트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가 테스트,
실패를 확인하려면, 배터리를 24 시간 동안 충전하고 자가 테스트를
재수행하십시오. 실패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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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자가
테스트

버튼을 UPS 가 두 번의 신호음을 낼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자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유틸리티 전력
일상 작동 중에 UPS 는 유틸리티 전력을 감시하여 연결 장비에 전력을 보냅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고전압이나 저전압을 겪게 되는 경우, 시스템의 전기적
문제에 대해서 유자격 전기 기술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전기공급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온라인

유틸리티
전압

266
248
229
210
192

온라인 표시기는 UPS 가 유틸리티 연결된 장비에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유틸리티
전력을 끌어서 이중 변환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켜집니다.

UPS 에는 유틸리티 전압을 표시해주는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UPS 플러그를 일반 유틸리티
전원에 꽂으십시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유틸리티 전압 막대그래프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초 후에
전면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5 개의 LED 표시가 유틸리티 입력 전압을 표시합니다. 전압을
읽기 위해 왼쪽에 있는 숫자를 참조하십시오(값들은 실제 UPS 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UPS 는 이 절차의 일부로서 자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가 테스트는 전압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전압은 표시되는 값과 그 위 값 사이의 범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LED 가 점등되면 입력 전압은 229 와 248 VAC 사이의 값입니다.
LED 가 하나도 점등되지 않으면 UPS 는 작동 중인 AC 전원 콘센트에 꽂혀 있는 상태이며
회선 전압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LED 다섯 개가 모두 점등되면, 회선 전압이 너무 높으므로 전기기술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바이패스

고장

이 LED 는 UPS 가 바이패스(Bypass) 모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켜집니다. 이
모드일 때는 배터리 백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틸리티 전원이 연결된
부하장치로 바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UPS 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해 수신된 명령이 있거나 UPS 내부 고장이 일어난 이후에 이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LED 는 UPS 가 내부 고장을 감지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켜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해결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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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력
유틸리티 전력을 이용할 수 없으면 UPS 는 UPS 의 일정한 시간 동안만 내부 배터리에서 전력을 연결
장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UPS 는 배터리 전력으로 작동 중에는 30 초마다 4 번의 경고음을 냅니다.
경고음은 UPS 가 온라인 작동 상태로 돌아오면 멈추게 됩니다.

배터리
켜짐

배터리
충전

배터리 켜짐 표시기가 점등되면 UPS 는 연결 장비에 배터리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면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개의 LED 표시는 현재 UPS 배터리의 전하를
배터리 용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다섯 개의 모든 LED 가 점등되면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하면서 LED 가 위에서
아래로 소등됩니다. 배터리 용량의 임계값에 대해서는 왼쪽의 숫자를
참조하십시오(값은 UPS 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
배터리의 출력이 낮아지는 경고 표시로서 해당 용량의 LED 가 깜박이면서 UPS 에서
지속적으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배터리 출력 감소 경고 기본 설정은 터미널
모드에서나 옵션인 PowerChute 소프트웨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용자 구성 가능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구입한 UPS 에 모델에 대한 분단위
실행시간을 보려면, APC 웹사이트에 있는 실행시간 표를 참고하십시오.
과부하

과부하 상태가 발생(과부하 상태란 연결 장비가 APC 웹 사이트에 있는 사양에서
정의한 특정 "최대 부하"를 초과하였을 때를 말함)하면 UPS 에서 지속적인 경고음이
나고 LED 가 점등됩니다. 과부하 상태가 없어지기 전까지 경고음이 계속됩니다.

UPS 는 과부하 상태 발생중에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눌러주면 온라인 모드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UPS 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UPS 에서 필수 장비가 아닌 장비는 제거하여 과부하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배터리 자가 테스트에 실패하면 UPS 는 짧은 신호음을 1 분 동안 내며 배터리 교체
LED 가 점등됩니다. UPS 는 경고음을 5 시간마다 반복합니다. LED 가

번쩍이면 배터리 연결이 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팩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배터리를 24 시간 충전한 후에
자가 테스트 절차를 수행하여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경고음은 배터리가 자가 테스트를 마치면 멈추게 됩니다.

셧다운 모드
셧다운 모드에서 UPS 는 유틸리티 전력 복귀 전까지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연결 장치로의
전력 공급을 중단합니다. 현재 유틸리티 전력이 없는 경우,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나
액세서리 슬롯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외부 장치(예: 서버)에서 UPS 의 셧다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서버의 종료 후에 배터리의 용량을 보존하기 위해
합니다. UPS 는 셧다운 모드에서 순차적으로 전면 패널 표시기를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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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TVSS 접지
입력 플러그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

냉각팬
외부 배터리 커넥터 포트

콘센트

기본 커넥터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

전원 관리용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세트는 UPS 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C 가 공급하거나 승인한 인터페이스 세트만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경우,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9 핀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커넥터
나사를 단단하게 조여 연결을 마치십시오.
APC 에서 제공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표준 직렬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UPS 커넥터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TVSS 나사

UPS 에는 전화기 및 네트워크 선 보호장치 같은 서지 억제 장치의 접지
리드용 TVSS(급격한 일시적 전압 변화 억제) 나사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 배터리
커넥터 포트

외부 배터리 팩은 UPS 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전 중에 더 긴
실행시간을 부여합니다. 사용할 경우, 커넥터 포트 앞면에 있는 보호용
플레이트의 나사를 풀고 커넥터 포트로 배터리 팩과 함께 제공된
케이블을 넣습니다. 배터리 팩은 실행 시간을 원하는 만큼 늘리기 위해
서로 데이지체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인 외부 배터리 팩을 UPS 에 연결하려면, Smart-UPS RT

온라인 배터리 팩 사용자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본 SmartUPS RT XL 제품은 최대 10 개까지 외부 배터리 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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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회로 차단기

회로 차단기의 플런저가 튀어 나오면 장비의 플러그를 뽑아 UPS 의
부하를 줄이고 플런저를 밀어 넣습니다.

온 배터리 작동
UPS 는 유틸리티 전력이 끊어지게 되면 배터리 가동 상태로 전환되고 내부 경고음이
울립니다(주기적인 “삐” 소리). ON 버튼(전면 패널)을 눌러 저배터리 상태가 될 때까지 UPS
경고음을 멈추십시오(전류정전에만 해당). PowerChu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청각적 신호 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력이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되지 않는
경우, UPS 는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연결 장비에 전력 공급을 계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 UPS 가 최종으로 전력 소모로 인해 종료되기 전 약 2 분 동안 계속적으로
경고음을 울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 무인 종료 기능을 제공하는
PowerChute 접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하고 UPS 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 전원을 꺼야 합니다.
UPS 배터리 시간은 사용량 및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배터리는 3 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하는 실행 시간에 대해서는 APC 웹사이트의 Smart-UPS RT 용

실행시간 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구성 가능 항목
주: 아래의 항목을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 선택사양 하드웨어 또는 터미널 모드에서 구성하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공장
기본값

기능

사용자의 선택 사항

설명

자동 자가테스트

14 일 (336
시간)마다

7 일(168 시간)마다,
구동 시에만 실시,
자가테스트 안함

이 기능은 UPS 가 자가테스트를 실시하는
간격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UPS ID

UPS_IDEN

UPS 를 정의할 수
있는 문자 최대 8 개
사용

네트워크 관리용으로 이 필드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UPS 를 확인합니다.

최종 배터리 교체일

제조일

배터리 교체일

이 날짜를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는 때로
재설정합니다.

종료에서 복귀 전에
최대 용량

0%

15, 25, 35, 50, 60, 75,
90 %

배터리 모듈을 교체할 때 이 날짜를
리셋하십시오.

저 배터리 경보
지속기간

2분

5, 7, 10, 12, 15, 18, 20
분

이 기능은 UPS 가 셧다운 전에 저 배터리
경보음을 내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작동
시스템의 셧다운 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정보다 높게 설정하십시오.

13

990-1060B 12/2005

주: 아래의 항목을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 선택사양 하드웨어 또는 터미널 모드에서 구성하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공장
기본값

기능
라인 고장 후 경보음
지연

5 초 지연

사용자의 선택 사항
30 초 지연,
저 배터리 상황,

설명
가벼운 전원 고장에 대한 경보음을 피하기
위해 경보음 지연을 설정하십시오.

경보음 없음
셧다운 지연

20 초

0, 60, 120, 240, 480,
720, 960 초

본 기능은 UPS 가 셧다운 명령을 받고
셧다운이 발생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동기식 작동 지연

0초

20, 60, 120, 240, 480,
720, 960 초

UPS 는 유틸리티 전원의 복구 후 작동 이전에
지정된 시간 동안 대기합니다(예컨대, 지엽
전류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력 전압 설정

230 VAC

240, 220, 225 VAC

공칭 출력전압 설정.

높은 변경점

출력 전압 설정의
+ 10%

+5%, +15%, +20%

UPS 가 내부 바이패스 작동 중에 부하로
통과하는 최대 전압.

낮은 변경점

출력 전압 설정의
-15%

-20%, -25%,
-30%

UPS 가 내부 바이패스 작동 중에 부하로
통과하는 최소 전압.

출력 주파수

자동

50 ± 3 Hz,
50 ± 0.1 Hz,
60 ± 3 Hz,
60 ± 0.1 Hz

UPS 의 허용가능한 출력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가능할 때 언제나 출력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를 추적합니다. 자동 설정은 입력
주파수에 따라 50 +/-3 또는 60 +/-3 Hz 를
허용합니다.

장치 위치

타워

랙장착형

UPS 의 작동 구성. 선택사양인 레일키트
SURTRK 의 경우 랙장착형 구성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외부 배터리 팩 개수

0

연결된 배터리 팩의
개수.

적당한 실행시간 예상을 위해 외부 배터리
팩의 개수를 정의합니다. 이 숫자에 내부 팩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터미널 모드
터미널 모드는 UPS 의 강화된 구성기능을 위해 허용하는 메뉴 구동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하이퍼터미널과 같은 일반적인 직렬 통신 응용기기를 사용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모드를 입력하고 사용하려면:
1.

UPS 에 함께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해 컴퓨터를 UPS 에 연결하십시오.

2.

하이퍼터미널과 같은 표준 직렬 통신 응용기기를 시작하십시오.

3.

사용자가 연결한 통신 포트를 지정하십시오.

4.

다음 값을 설정하십시오: 2400 보드,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 정지 비트, 흐름
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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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터나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

6.

터미널 모드에서 계속 이어지는 화면상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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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반, 유지관리 및 문제해결

UPS 운반하기
미합중국 DOT(교통 기관 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PS 운송 전에 항상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는 제거하지 않고, UPS 에 그대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UPS 만 운송되거나, 장비 랙이나 시스템에 설치되어 운송되는 것에 상관없이 본 요건은
적용됩니다.

UPS 를 운반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중량으로 인하여, 랙에서 UPS 를 제거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1.

UPS 에 부착된 모든 장비를 종료하십시오.

2.

전원에서 UPS 를 분리하십시오.

3.

장치가 타워형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 단계를 건너 뛰어 아래의 단계 4 를
계속하십시오. 랙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레일 키트에 포함된 랙장착 설치 지침서에
나오는 랙에 UPS 설치하기 단계를 거꾸로 진행하십시오.

4.

전면 베젤을 제거하십시오. 원래의 UPS 포장을 사용할 경우, 전면 베젤을 UPS 에서
분리해 포장해야 합니다. 본 설명서의 설치 절에 나오는 전면 베젤 부착 단계를 거꾸로
진행하십시오.

5.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본 설명서의 설치 절에 나오는 배터리 연결 단계를 거꾸로
진행하십시오.

6.

장치가 타워형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 설명서의 설치 절에 나오는 받침대 부착과정
설명을 거꾸로 진행해 받침대를 제거하십시오.

7.

이제 UPS 를 운반을 위해 원래의 포장재에 포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
보관 조건:
UPS 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불필요한
배터리 방전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케이블을 뽑아
두십시오.

보관 범위:
-15 C- +30 °C(+5 - +86 °F)의 범위에서, UPS 배터리를 매 6 개월마다 충전하십시오.
+30 C - +45 °C(+86 - +113 °F)의 범위에서는 UPS 배터리를 3 개월마다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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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 교체
본 UPS 는 교체가 쉽고 전원연결중에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
과정은 절차가 안전하며 전기적 위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UPS 와 연결된 장비를 배터리를
교체하는 동안 켜둔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타워형과 랙장착형 구성 모두에
사용됩니다.
배터리 연결이 해제되면 정전에 대비한 보호 기능이 사라집니다.

배터리 팩 제거 및 재설치
배터리 팩이 무거우므로 배터리 팩의 제거나 교체 시에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제거
1.

부착된 전면 베젤과 배터리 도어를
제거하십시오. (배터리 도어와 전면 베젤
제거에 관해서는 본 설명서의 설치 절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커넥터를
단단히 잡아당겨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3.

배터리 팩을 쥐고 장치 밖으로 밀어
내십시오. 거의 완전하게 UPS 밖으로
나오면 배터리 팩이 멈추게 됩니다. 살짝
배터리 팩을 위 아래로 움직여 멈춤 탭을
치우고 완전히 밖으로 밀어 내십시오.
케이블이 배터리 컴파트먼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거하는 동안
케이블이나 흰색 코드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배터리 설치
1.

바닥에서 배터리 팩을 받치면서, 입구에
일직선으로 맞추어 배터리 팩을
컴파트먼트로 밀어 넣으십시오.

2.

배터리를 다시 연결해 UPS 를 작동시
키십시오. 배터리 도어와 전면 베젤을 다시
부착하십시오. (배터리 도어와 전면 베젤
부착에 관해서는본 설명서의 설치 절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오래된 배터리 팩은 재활용을 위해 APC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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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아래 차트를 이용하여 가벼운 UPS 설치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복잡한 UPS 문제에 대한 지원은 APC
웹 사이트 www.apc.com를 참조하십시오.
문제와 가능 원인

해결책

UPS 가 켜지지 않습니다
ON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ON 버튼을 한 번 눌러서 UPS 와 연결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십시오.

UPS 가 AC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UPS 로부터 유틸리티 전원까지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UPS 입력 차단기가 내려졌습니다.

장비의 플러그를 뽑고 플런저를 눌러 차단기(UPS 뒷면에 있음)를 재설정하여
UPS 에 걸린 부하를 감소시키십시오.

극저 전압이거나 유틸리티 전압이 없습니다.

테이블 램프에 플러그를 꽂아 UPS 에 대한 AC 전원을 확인하십시오. 전구가
아주 희미하게 점등되는 경우, 유틸리티 전압을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커넥터가 완전히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인 라인 전압이 존재하는데 UPS 가 배터리로 가동됩니다
UPS 입력 차단기가 내려졌습니다.

장비의 플러그를 뽑고 플런저를 눌러 차단기(UPS 뒷면에 있음)를 재설정하여
UPS 에 걸린 부하를 감소시키십시오.

초고전압, 극저전압이나 왜곡 라인 전압. 저가
연료 사용 발전기는 전압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선에 있는 다른 콘센트로 UPS 를 옮겨 보십시오. 유틸리티 전압
디스플레이로 입력 전압을 테스트하십시오.

바이패스 LED, 과부하 LED, 고장 LED 에 불이 켜졌습니다
너무 많은 부하가 UPS 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부하들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전원을 복원하려면 ON 버튼을
누르십시오.

외부 과부하 상태.

과부하 상태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UPS 를 재설정하려면 ON 버튼을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장 LED, 과부하 LED 에 불이 켜지고, 바이패스 LED 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과부하 상태.

꼭 필요하지 않은 부하들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전원을 복원하려면 OFF 버튼을
눌렀다가, ON 버튼을 누르십시오.

고장 LED 에 불이 켜지고, 과부하 LED 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UPS 고장.

UPS 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UPS 를 끄고 즉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LED 에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약합니다.

배터리를 최소한 24 시간 동안 재충전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가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재충전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교체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커넥터가 완전히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PS 가끔씩 경고음을 냅니다
정상적인 UPS 작동.

조치 필요없음. UPS 는 연결 장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UPS 에서 예상만큼 백업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최근에 정전이 일어난 경우나 제품
수명의 거의 다된 경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는 장기간에 걸친 정전 후에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높은 기온에서 작동되거나 자주 재충전을 할수록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배터리의 제품 수명이 다 된 경우, 배터리 교체 LED 가 아직
점등되지 않더라도 배터리 교체를 고려하십시오.

전면 패널 표시기가 순차적으로 깜박입니다
UPS 가 원격으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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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없음. 유틸리티 전력이 복원되면 UPS 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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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치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판매업체에게 반환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래의 단계를 따라 주십시오:

1.

사용자 설명서 문제해결 절에 나온 문제인지 검토해서 UPS 가 일반적 문제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2.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립된 차단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APC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거나 APC 웹사이트(www.apc.com)에
방문하십시오.


장치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및 구입일을 확인하십시오. APC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는 경우,
기술자가 고객에게 문제를 설명하도록 부탁하고, 가능하면 전화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는 UPS 가 수리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반환
물품 인가 번호 (RMA#)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수리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리비용이

있습니다.
 서비스나 귀하의 배터리 팩을 되돌려드리는 과정은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해당되는

국가(www.apc.com/support) 의 APC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셔서 품질보증과 RMA 에 대한
문의를 하십시오.
4.

장치를 본래의 포장재에 포장하십시오. 본래의 포장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세트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APC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운반중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포장하십시오. 포장재에 구슬모양 스티로폴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반중 입은 손상은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합중국 DOT(교통 기관 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UPS 운송 전에 항상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5.

포장재 외부에 RMA#를 표시하십시오.

6.

보험에 가입되고 선불로 지급된 운송업자 편으로 고객 서비스에서 제공한 주소로 장치를
반송하십시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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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규제 및 보증 정보

APC 에 문의하기
APC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pcc.com/support/contact

규제 기관 승인마크

B
N 394
ME 61

준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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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보증
American Power Conversion (APC)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2 년 동안 제품의 원료와 기능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에 따르는 의무는, 본사 단독의 고유한 선택에 따라 결함이 있는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로 제한됩니다. 보증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객은 고객 지원 팀으로부터 반송 물품
인가(RMA)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은 운반비용은 발송인(고객)이 선지불하여 반환되어야 하며
직면한 문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구입일 및 장소에 관한 증빙자료가 동봉되어야 합니다. 본 보증은
우연이나 과실, 오용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어떤 형태로든 변경 및 개조된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구입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품을 적절하게 등록한 원 구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본 문서에서 제공된 내용을 제외하고, APC 는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및 적합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주에 따라 묵시적인 보증의 제한 또는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전술한 제한 또는 배제는 구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의 가능성이 통지되었더라도, APC 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APC 는 손실된 이윤이나 수입, 장비 손실, 장비 사용의 손실, 소프트웨어 손실, 데이터
손실, 대체 비용 등과 같은 어떠한 비용, 제 3 자에 의한 주장, 및 기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ntire contents copyright © 2003 by American Power Conversio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허가를
받지 않은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를 금지합니다.
APC, Smart-UPS 및 PowerChut 은 American Power Conversion 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회사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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