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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Schneider Electric 브랜드 및 이 설명서에 참조된 Schneider Electric Industries SAS
의 모든 등록 상표는 Schneider Electric Industries SAS 및 자회사의 고유 자산입니
다. 이 자산은 소유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설
명서와 해당 내용은 텍스트, 그림 및 모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의해 프
랑스 지적 재산권 법률(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français - 이하 "법률")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귀하는 법률에 정의된 사용자 본인의 개인적인
비상업적 용도 외에는 매체의 종류에 상관 없이 Schneider Electric의 서면 승인 없
이 이 설명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
설명서 및 해당 내용에 대해 하이퍼링크도 작성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Schneider Electric은 본 설명서 및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에 따른 책임
을 스스로 지며 "있는 그대로" 참고하는 비독점 라이센스 외에는 어떤 개인 용도 및
비상업적 용도의 권한 또는 라이센스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권한은 소유
자에게 있습니다.
전기 장비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설치, 작동, 서비스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Schneider Electric은 본 자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습니다.
표준, 사양 및 설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출판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
확성을 확인하려면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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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장비를 설치, 운영, 수리 또는 정비하기 전에 본 지침을 잘 읽고 장비를 관찰하여 익
숙해 지십시오.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간소화해 주
는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설명서 또는 장비 곳곳에 다음과 같은 안전 메시지가 표
시되어 있습니다.

"위험" 또는 "경고" 안전 메시지 옆에 이 기호가 있으면 전기 위험이 존재하며 지침
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안전 경고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부상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 기호가 표시된 모든 안전 메시지를 준수하십시
오.

위험
위험은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
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경고는 주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의는 주의하지 않으면 가벼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
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은 부상 위험과 상관없는, 작업 방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
다. 이 유형의 안전 메시지에는 안전 경고 기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전기 장비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설치, 동작, 서비스 및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Schneider Electric은 본 자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란 전기 기기의 조립,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기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
미합니다.
990–2386F-019

5

10-40kVA 380/400/415V 및 10-30kVA 208/220V

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FCC 정책
참고: 본 장치는 FCC 규정 Part 15에 의하여 테스트되었으며, Class A 디지털 장치
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본 장치를 상업적인 환경에서 운영할 때 발생
가능한 유해 전파 간섭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치는 무
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 사용 및 방출하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 또는 사용되
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을 저해하는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장치를 주거 지
역에서 사용하면 유해한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자비
를 들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정 관리 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본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사용자
의 장비 운영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전 주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이 문서에 설명된 모든 안전 지침을 읽고, 숙지하고 따르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UPS 시스템을 전기 결선한 후 시스템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시작 과정은
Schneider Electric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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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왼쪽의 4개 LED는 UPS의 작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5개 이동
키는 메뉴 항목 선택 및 열기, 정보에 액세스, 시스템 매개변수 변경 및 상황별 도움
말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합니다.

A

LOAD ON

녹색 LED가 켜지면 UPS는 부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B

ON BATT

노란색 LED가 켜지면 전원이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
다.

C

BYPASS

노란색 LED가 켜지면 바이패스를 통해 부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D

FAULT

빨간색 LED가 켜지면 오류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

LCD 화면

경보, 상태 데이터, 사용 안내, 구성 항목 등을 표시합니다.

F

화살표 키

스크롤하여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G

도움말 키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H

Enter 키

메뉴 항목을 열고 시스템 매개변수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정합니다.

I

ESC 키

표시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990–2386F-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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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작동
개요 화면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작 위치
입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NTER 키를 사용하여 개요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를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고 모니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Control(제어), Status(상태),
Setup(설정), LCM, Logging(로깅), Display(디스플레이), Diags(진단) 및 Help(도
움말)(메뉴 트리 참조).선택 화살표 (→)는 화살표 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선택 화
살표(→)는 ENTER 키를 눌러 열 수 있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개요 화면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메인 화면
→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Setup Diags
LCM Help

메뉴 트리
참고: 디스플레이는 이 설명서에서 설명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하
지 않는 부하 현상을 피하려면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없이는 이
러한 기능에 액세스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된 이외의 기능에 실수로 액세스하게 된
경우 ESC 키를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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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트리는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과 보기를 간단히 보여줍니다.

Control(제어)

Turn Load Off/On(부하 끄기/켜기)
UPS into/out of Bypass(UPS를 바이패스
로 전환/바이패스에서 UPS 복귀)

Status(상태)

Vin Vbyp Vout

Dust filter(먼지 필터)

lin lbyp lout

Reset dust filter(먼지
필터 초기화)

kW&kVA
Frequencies(주파수)

Load(부하)

Load & Bat & Runtime(부하, 배터리, 런타
임)

Shutdown(셧다운)

Runtime(런타임)

Bat AmpHr/ UPS Temp(배터리 용량/UPS
온도)

Default(기본값)

Par. redundancy
(병렬 리던던시)

Alarm Thresholds(경보 임계값)

System(시스템)

Parallel status(병렬 상태)

Alarms(경보)
Clock(클럭)
Other(기타)

Setup(설정)

Settings(설정)

Alarms Pending(경보 보류)
Contact Info(접점 정보)
Alarm Settings(경보 설정)
LCM

Life Cycle Monitor(수명 주기 모니터링)
Language(언어)

Logging(로깅)

View Log(로그 보기)

Contrast(명암 대
비)

View Statistics(통계 보기)

Beeper Setup(경
보음 설정)
Display FW(펌웨
어 표시)

Logging Menu(로깅 메뉴)

Font Pack(글꼴
팩)
Display(디스
플레이)

Display Setup(디스플레이 설정)
Int. mech. BYP SW(내부 기계적 바이패
스 스위치)

Diags(진단)

Faults and Diagnostics(장애 및 진단)

Q3 External Byp SW(Q3 외부 바이패스
스위치)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Status from MBP(MBP 상태)

Switch Status(스위치 상태)
Raw Status Data(원시 상태 데이터)

Help(도움말)

990–2386F-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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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면 모습

A. 온도 센서가 있는 네트워크 관리 카드: 원격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이메일
알림 등에 사용 구성 및 자세한 사용법은 별도 사용자 설명서 및 UPS와 함께 제
공된 네트워크 관리 카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B. Schneider Electric Powerchute®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컴퓨터-인터페이스 포트
C. 내부 기계적 바이패스 레버: 유틸리티/주 전원을 바이패스하여 부하를 직접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 = 내부 바이패스 작동 병렬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서비스 포트(Schneider Electric 유지보수 엔지니어 전용)
E. 디스플레이 통신 케이블의 연결을 위한 디스플레이 포트
F. 병렬 작동 포트
G. 문서 보관
H. 전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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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사용 설명서에는 내장형 배터리가 있는 Galaxy 3500 제품의 그래픽에만
표시되어 있지만 Galaxy 3500 시리즈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
입니다. 대부분의 그림에는 523mm 캐비넷이 표시되어 있지만 두 캐비넷 크기에 모
두 적용됩니다. 캐비넷 크기의 차이는 이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모드
UPS에는 다양한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설치에 MBP(유지 보수 바이패스 패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부 유지 보수 바이패스 작동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
UPS는 연결된 부하에 유틸리티/주 전원을 안정된 전원으로 공급합니다.

배터리 작동
UPS가 정해진 시간 동안 내부 또는 외부 배터리(가능할 경우)에서 연결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유틸리티/주 전원에 장애가 발생하면 UPS가 배터리 작동으로
전환합니다.

내부 바이패스 작동
내부 바이패스는 UPS 전원부을 유지 보수하는 동안 유틸리티/주 전원을 직접 부하
에 공급합니다. 내부 바이패스 작동에서 유틸리티/주 전원은 모든 내부 UPS 기능 및
필터를 우회하여 연결된 부하에 직접 공급됩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
도 내부 바이패스 작동 시 배터리 백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유지 보수 바이패스 작동
UPS가 외부 MBP와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활성화되면 이 패널은 유틸리
티/주 전원을 부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전체 UPS 캐비넷을 바이패스합니다. 작동
된 외부 MBP는 UPS를 완전히 격리하여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UPS가 병렬로 실행 중인 경우 외부 MBP는 필수입니다.

병렬 작동(옵션)
여러 UPS 장치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 이중화를 높이거나 가용 전원을 증가시
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내부 기계적 바이패스 레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외부 바이패스 패널이 없는 단일 시스템
정상 작동에서 내부 바이패스 작동으로 전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바이패스 작동에서는 배터리 전원 공급이 계속됩니다. 완전 전원 차단이 필요한
경우 부하를 끄고, 배터리를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빼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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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내부 기계적 바이패스 레버가 작동될 경우 부하가 UPS에서 보호되지 않으며, 전
원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UPS가 실행 중이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어 가능한 경우 2-5단계를 수행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6단계로 이동합니다.
2.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Control(제어) > UPS into Bypass(UPS를 바이패스로
전환) 으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UPS into Bypass
Do Self test
Simulate Power Fail
Start Runtime Cal
4.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YES, UPS into Bypass(예, UPS를 바이패스로 전환합
니다)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firm:
UPS into Bypass
NO, ABORT
→ YES, UPS into Bypass
5. UPS가 바이패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녹색(LOAD ON) 및 노란색(BYPASS)
LED가 켜집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안전상의 이유로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6. UPS에서 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7. 내부 기계적 바이패스 레버를 위쪽으로 돌려 작동합니다. 이제 부하는 유틸리
티/주 전원을 통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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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바이패스 작동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내부 UPS 오류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UPS를 다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하지 마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UPS가 바이패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녹색(LOAD ON) 및 노란색(BYPASS)
LED가 켜집니다.
2. 수평이 되도록 기계적 바이패스 레버를 아래쪽으로 돌려 내부 바이패스 작동을
비활성화합니다.
3. 정상 작동으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 ESC 키를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가고
Control(제어) > UPS out of bypass(UPS를 바이패스에서 복귀) > Yes, UPS
out of bypass(예, UPS를 바이패스에서 복귀합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바이패스 상태로 복귀합니다.
4. UPS가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노란색 BYPASS LED가 꺼져 있고 녹
색 LOAD ON LED가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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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원 차단 수행
참고: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UPS가 지원하는 부하를 꺼야 합니다.

A. 유틸리티/주 전원 차단기
B. UPS
C.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
1. UPS가 지원하는 부하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ff(부하 끄기) > Yes, Turn Load Off(예, 부하를
끕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부하를 끕니다.
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4. UPS에서: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5.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
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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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틸리티/주 전원 차단기를 OFF 또는 LOCKED-OUT으로 설정합니다. UPS에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경우 두 개의 공급 장치를 OFF 또는
LOCKED-OUT으로 설정합니다.
사후 요구 사항:
참고: 그런 다음 유틸리티/주 전원 입력 차단기에서 잠금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물쇠를 설치하십시오.
참고: 배터리 자물쇠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터리 모듈 교체, 페
이지 32 및 배터리 잠금 장치 제거 및 설치, 페이지 34을(를) 참조하십시오.

재시작 수행
1. 유틸리티/주 전원 차단기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설치에 DC 연결 해제 스위치가 장착된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시스템이 부팅되고 자체 테스트를 수행할 때까지 약 30초를 기다립니다.
시스템 부팅 후에 디스플레이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전압 및 주파수를 확인/선
택할지 자동으로 묻습니다.
3. Confirm Voltage(전압 확인) 프롬프트가 화면에 나타나면, 화살표 키를 사용해
원하는 전압으로 이동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4. Apply load(부하 적용)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UP/DOWN 키를 사용하여 Yes
(예)로 이동하고 UPS가 지금 부하 출력을 적용하길 원하는 경우 Enter 키를 누
릅니다. (이 시점에서 UPS 부하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No(아니오)로 이동합
니다.)
5. 이제 녹색(LOAD ON) LED가 켜집니다. ESC 키를 두 번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개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이제 UPS가 부하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시작하는 동안 UPS 시스템이 현재 설정과는 다른 입력 주파수를 감지할
경우 사용자에게 감지된 주파수를 사용할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자체에서 주
파수를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자만 입력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자동 감지 기능은 단일 시스템 시작 시에만 적용됩니다. 문제
가 발생한 경우 Schneider Electric에 연락하십시오.

외부 바이패스 패널이 있는 단일 시스템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로 전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바이패스 작동에서는 배터리 전원 공급이 계속됩니다. 완전 전원 차단이 필요한
경우 부하를 끄고, 배터리를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빼내야 합니다(이
장의 전체 전원 차단 수행, 페이지 17 참조).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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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Control(제어)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Setup Diags
LCM Help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UPS into Bypass(바이패스 모드로 UPS 전환)으로 이동
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UPS into Bypass
Do Self test
Simulate Power Fail
Start Runtime Cal

4.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Yes, UPS into Bypass(예, UPS를 바이패스로 전환합니
다)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firm:
UPS into Bypass
NO, ABORT
→ YES, UPS into Bypass

5. UPS에서: UPS가 바이패스 상태인지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합니다. 노란색 바이
패스 LED가 켜집니다.
6.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Q3에서 바이패스 램프 표시등(H3)(있는 경
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바이패스 스위치(Q3)를 |(ON)로 설정합니
다.
8.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Q2에서 출력 스위치(H2)의 램프 표시등(있
는 경우)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출력 스위치(Q2)를 O(OFF)로 설정합니다.
이제 UPS는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을 통해 부하를 지원합니다.
참고: UPS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경우 10-13단계를 진행하십시오.
10. UPS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경우: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입력 스
위치(Q1)를 O(OFF)로 설정합니다.
11.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12. UPS에서: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1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
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내부 UPS 오류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UPS를 다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하지 마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UPS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2-10단계를 진행합니다. UPS의 전원이 완
전히 차단되지 않은 경우 6-10단계를 진행합니다.
2.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3. UPS에서: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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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입력 스위치(Q1)를 |(ON)으로 설정합니다.
6. 외부 MBP에서: 출력 스위치(Q2)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UPS는 부하를
지원합니다.
7. UPS에서: 노란색(바이패스) LED가 켜져 있고 녹색(LOAD ON) LED가 켜져 있
는지 확인합니다.
8. 외부 MBP에서: 바이패스 스위치(Q3)를 O(OFF)로 설정합니다.
9. UPS가 정상 작동으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 UPS에서: Control(제어) > UPS
out of bypass(바이패스에서 UPS 복귀) > Yes, UPS out of bypass(예, 바이
패스에서 UPS를 복귀합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바이패스 상태로 복귀합
니다.
10. UPS에서: UPS가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노란색(BYPASS) LED가 꺼
져 있고 녹색(LOAD ON) LED가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 전원 차단 수행
참고: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UPS가 지원하는 부하를 꺼야 합니다.
1. UPS가 지원하는 부하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ff(부하 끄기) > Yes, Turn Load Off
(예, 부하를 끕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부하를 끕니다.
3. 외부 MBP에서: 출력 스위치(Q2)를 O(OFF)로 설정합니다.
4. 외부 MBP에서: 입력 스위치(Q1)를 O(OFF)로 설정합니다.
5.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6. UPS에서: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7.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
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재시작 수행
1.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2. UPS에서: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MBP에서: 입력 스위치(Q1)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출력 스위치(Q2)를 |(ON)으로 설정합니다.
6.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n(부하 켜기) > Yes, Turn Load On
(예, 부하를 켭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부하를 켭니다.
7.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부하가 O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후 요구 사항:
참고: 이제 UPS가 부하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단일 장치(병렬 기능 지원)용 펌웨어 버전 5.1 이상에서 주파수 자동 감지 기능
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파수 자동 감지 기능은 설정 메뉴(50Hz 및 60Hz 값으로 정렬)
에서 옵션일 뿐만 아니라 단일 UPS가 시스템 시작 시 입력 주파수를 감지하는 기능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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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동안 UPS 시스템이 현재 설정과는 다른 입력 주파수를 감지할 경우 사용
자에게 감지된 주파수를 사용할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자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
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자만 입력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자
동 감지 기능은 단일 시스템 시작 시에만 적용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Schneider Electric에 연락하십시오.

병렬 시스템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로 전환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Control(제어)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Setup Diags
LCM Help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UPS into Bypass(바이패스 모드로 UPS 전환)으로 이동
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UPS into Bypass
Do Self test
Simulate Power Fail
Start Runtime Cal

4.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YES, UPS into Bypass(예, UPS를 바이패스로 전환합
니다)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firm:
UPS into Bypass
NO, ABORT
→ YES, UPS into Bypass

5. UPS에서: 각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UPS 장치가 바이패스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각 UPS 장치에 노란색 바이패스 LED가 켜집니다.
6.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Q3에서 바이패스 램프 표시등(H3)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바이패스 스위치(Q3)를 |(ON)로 설정합니
다.
8.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Q4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H4)의 램프 표시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Q4)를 O(OFF)로 설정합
니다. 이제 UPS는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외부 유지 보수 바이패스 상태입
니다.
참고: UPS 장치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경우 10-17단계를 진행하십시오.
10.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ff(부하 끄기) > Yes, Turn Load Off
(예, 부하를 끕니다)를 통해 디스플레이에서 각 UPS 장치를 끕니다.
11.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외부 MBP에서: Q2에 대한 모든 출력 램프
(H2a, H2b, H2c)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2.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모든 출력 스위치(Q2)를 O(OFF)로 설정합
니다.
13.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모든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OFF)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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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 패널에서: 모든 입력 스위치(Q1)를 O(OFF)로 설정합
니다.
15.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16. UPS에서: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17.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
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18. 모든 UPS 입력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외부 유지보수 바이패스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내부 UPS 오류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UPS를 다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하지 마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UPS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2-16단계를 진행합니다. UPS의 전원이 완
전히 차단된 경우 13-16단계를 진행합니다.
2. UPS에서: 각 UPS에 있는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각 UPS에 있는 배터리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4.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모든 입력 스위치(Q1)를 |(ON)으로 설정합니다.
6. 외부 MBP에서: Q5(사용 가능한 경우)에서 모든 바이패스 입력 램프(H5)가 켜
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외부 MBP에서: 모든 바이패스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N)으
로 설정합니다.
8. 외부 MBP에서: Q2에 대한 모든 출력 램프(H2)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외부 MBP에서: 모든 출력 스위치(Q2)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출력 격리 차단
기(Q4)의 램프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10.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n(부하 켜기) > Yes, Turn Load On
(예, 부하를 켭니다)를 통해 각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UPS 장치를 켭니다. 각
UPS 장치에 대해 녹색 온라인 LED가 켜집니다.
11. 외부 MBP에서: Q2에 대한 모든 출력 램프(H2)가 꺼져 있고 Q5(사용 가능한 경
우)에서 모든 바이패스 입력 램프(H5)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12. UPS에서: Control(제어) > UPS into bypass(UPS를 바이패스로 전환) > Yes,
UPS into bypass(예, UPS를 바이패스로 전환합니다)를 통해 UPS 장치를 하
나의 UPS 디스플레이에서 바이패스로 전환합니다. UPS 장치가 바이패스 상태
인지 확인합니다. 녹색 (LOAD ON) 및 노란색 (BYPASS) LED가 켜집니다.
13. 외부 MBP에서: Q4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의 램프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
니다.
14. 외부 MBP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Q4)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H3 + H4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15. 외부 MBP에서: 바이패스 스위치(Q3)를 O(OFF)로 설정합니다. Q4에 대한 출
력 격리 차단기(H4)의 램프 표시등은 꺼져 있지만, UPS가 정상 작동으로 실행
될 때까지 Q3에 대한 바이패스 램프(H3)는 켜져 있습니다.
990–2386F-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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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PS에서: Control(제어) > UPS out of bypass(바이패스에서 UPS 복귀) >
Yes, UPS out of bypass(예, 바이패스에서 UPS를 복귀합니다)를 통해 UPS
장치를 디스플레이에서 바이패스 상태로 복귀합니다.

전체 전원 차단 수행
참고: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UPS가 지원하는 부하를 꺼야 합니다.
1. UPS가 지원하는 부하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ff(부하 끄기) > Yes, Turn Load Off
(예, 부하를 끕니다)를 통해 각 UPS 디스플레이에서 부하를 끕니다.
3. 외부 MBP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Q4)를 O(OFF)로 설정합니다.
4. 외부 MBP에서: 모든 출력 스위치(Q2)를 O(OFF)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모든 입력 스위치(Q1)를 O(OFF)로 설정합니다.
6.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7. 외부 MBP에서: 모든 바이패스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OFF)
로 설정합니다.
8. UPS에서: UPS 장치에 있는 배터리를 각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
제 선 쪽으로 당겨 빼내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9.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UPS 장치에 있는 배터리를 각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빼내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10. 모든 UPS 입력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재시작 수행
1.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2. UPS에서: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MBP에서: 모든 입력 스위치(Q1)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모든 바이패스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N)으
로 설정합니다.
6. 외부 MBP에서: 모든 출력 스위치(Q2)를 |(ON)으로 설정합니다.
7. 외부 MBP에서: 출력 격리 차단기(Q4)를 |(ON)으로 설정합니다.
8. UPS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n(부하 켜기) > Yes, Turn Load On
(예, 부하를 켭니다)를 통해 각 UPS의 디스플레이에서 부하를 켭니다.
9. 부하가 ON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후 요구 사항:
참고: 이제 UPS 시스템은 부하를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렬 시스템에서 하나의 UPS 격리
1. UPS에서: 하나의 UPS가 격리되는 경우 나머지 UPS가 부하를 지원할 수 있는
지 확인하려면 초기 화면에서 Status(상태)를 선택하고 Status of actual
redundancy: n+(실제 리던던시 상태: +n)까지 스크롤합니다.
2. UPS에서: 격리할 UPS의 디스플레이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ff(부
하 끄기) > Yes, Turn Load Off(예, 부하를 끕니다)를 통해 부하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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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MBP에서: 격리할 UPS의 Q2에 대한 출력 램프(H2)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
니다.
4. 외부 MBP에서: 격리할 UPS의 출력 스위치(Q2)를 O(OFF)로 설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Q5(사용 가능한 경우)에서 바이패스 입력 램프(H5)가 켜져 있
는지 확인합니다.
6. 외부 MBP에서: 바이패스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OFF)로 설
정합니다.
7. 외부 MBP에서: 격리할 UPS의 입력 스위치(Q1)를 O(OFF)로 설정합니다.
8.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9. UPS에서: 격리할 UPS에 있는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각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빼내 연결을 해제합니다.
10.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 장치에 표시된 빨간색 연
결 해제 선 쪽으로 당겨 배터리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격리된 UPS를 정상 작동으로 전환
1.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2. UPS에서: 배터리(사용 가능한 경우)를 눌러서 연결합니다.
3.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에서(사용 가능한 경우): DC 연결 해제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MBP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할 UPS의 입력 스위치(Q1)를 |(ON)으로 설
정합니다.
5. 외부 MBP에서: Q5(사용 가능한 경우)에서 바이패스 입력 램프(H5)가 켜져 있
는지 확인합니다.
6. 외부 MBP에서: 바이패스 입력 스위치(Q5)(사용 가능한 경우)를 |(ON)으로 설
정합니다.
7. 외부 MBP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할 UPS의 Q2에 대한 출력 램프(H2)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외부 MBP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할 UPS의 출력 스위치(Q2)를 |(ON)으로 설
정합니다.
9. UPS에서: 정상 작동으로 전환할 UPS의 디스플레이에서 Control(제어) > Turn
Load on(부하 켜기) > Yes, turn Load on(예, 부하를 켭니다)를 통해 부하를 켭
니다.
10. UPS에서: ESC 키를 두 번 눌러 Overview[개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1. UPS에서: 각 개요 화면에서 UPS의 부하 비율이 거의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단일 및 병렬 시스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통한 부하 끄기/켜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부하에 대한 UPS 출력 연결을 해제한다고 해서 UPS 전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
니다. 긴급 상황에서 UPS의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 항상 해당 장의 완전 전원
차단 절차를 따르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90–2386F-019

21

10-40kVA 380/400/415V 및 10-30kVA 208/220V

사용 설명서

부하 끄기 - 부하 장비에 대한 UPS 출력 연결 해제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Control(제어)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Setup Diags
LCM Help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Turn Load OFF(부하 끄기)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
니다.
→ Turn Load Off

4. YES, Turn Load OFF(예, 부하를 끕니다)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firm:
Turn Load OFF
NO, ABORT
→ YES, Turn Load OFF

5. UPS가 병렬 작동으로 실행 중인 경우 이 절차는 각 UPS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부하 켜기 - 부하 장치에 UPS 출력 연결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Control(제어) > Turn Load ON(부하 켜기) > Yes, Turn
Load ON(예, 부하를 켭니다) 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firm:
Turn Load OFF
NO, ABORT
→ YES, Turn Load ON

상태 화면 보기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tatus(상태)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trol Logging
→ Status Display
Setup Diags
LCM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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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아래 매개변수로 이동한 후 ESC 키를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상태 매개변수

설명

Voltage on all phases(모든 위상의 전압)

각 위상에 대한 유틸리티/주 전원 전압(V), 바이패스 전압(V) 및 출력
전압(V)입니다.

Current on all phases(모든 위상의 전류)

각 위상에 대한 유틸리티/주 전원 전류(A), 바이패스 전류(A) 및 출력
전류(A)입니다.

kVA and kW(kVA 및 kW)

UPS 및 연결된 부하에서 생성하는 피상 전력(kVA) 및 유효 전력(kW)
입니다.

Frequencies(주파수)

헤르츠(Hz) 단위의유틸리티/주 전원 주파수, 바이패스 주파수 및 출
력 주파수입니다.

Load and batteries(부하 및 배터리)

부하: 총 UPS 용량에 대한 부하 비율입니다.

Bat Voltage(배터리 전압)

배터리 전압의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쪽을 표시합니다(두 가지 중 낮
은 값이 표시됨).

Bat Cap(배터리 용량)

총 배터리 용량에 대한 배터리의 충전율입니다.
런타임: 현재 부하 상태에서 예상 런타임입니다.

Batteries(배터리)

배터리 용량: 외부 및 내부 배터리를 모두 포함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UPS 온도: 외부 배터리의 최고 온도입니다.

Alarm thresholds(경보 임계값)

부하: 부하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경보가 발생합니다.
런타임: 부하가 임계값 이하인 경우 경보가 발생합니다.

Parallel Status(병렬 상태)

로컬 UPS가 슬레이브/마스터:
양호한 UPS의 수: 양호한 병렬 UPS 장치의 수를 나타냅니다.
장애가 발생한 UPS의 수: 장애가 발생한 병렬 UPS의 수를 나타냅니
다.

Par load Status(병렬 부하 상태)

kVA 및 kW: 병렬 UPS 장치 및 연결된 부하에서 생성되는 피상 전력
(kVA)과 유효 전력(kW)의 총합입니다.
병렬 리던던시: n+1, 리던던시 수준이 임계값 수준 이하인 경우 경보
가 발생합니다.

Parallel Operation Mode(병렬 작동 모드)

병렬 작동 모드는 오류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OFF, Load On,
Requested Bypass, In Bypass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View Log(로그 보기)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Logging(로깅) > View Log(로그 보기) > On Line(온라
인) 으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100개의 최근 UPS 로그 이
벤트를 확인하고 날짜, 발생 시간 및 이벤트 번호 등과 같은 로깅된 이벤트의 세
부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4-Sep 15:06:48 #15
Mains out of Range
→ On Line
첫 번째 줄은 날짜, 시간 및 이벤트 번호를 나타내고, 2, 3 및 4번째 줄은 이벤트
목록의 부분입니다. 전체 이벤트 목록을 보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해 로그 이벤
트를 이동하고 특정 이벤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보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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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Statistics(통계 보기)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Logging(로깅) > View Statistics(통계 보기) 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작동 모드 변경 내용, 인버터 시간 및 배터리
작동 시간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ew log
Clear log
→ View statistics

진단 보기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Diags(진단) > Fault & Diagnostics(오류 및 진단) 으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경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Fault & Diagnostics
System Information
Switch status
Raw Status Data
참고: Fault and Diagnostics(오류 및 진단)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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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 경보 임계값 및 먼지 필터 상태 변경
Dust filter(먼지 필터)
Reset dust filter(먼지 필
터 초기화)

Control(제
어)

Load(부하)

Status(상
태)
Setup(설
정)

Shutdown(셧다운)

Runtime(런타임)

Default(기본값)

Par. redund(병렬 리
던던시)

System(시스템)
LCM

Alarms(경보)

Logging
(로깅)

Clock(클럭)

Display(디
스플레이)

Other(기타)

Diags(진
단)

Setup(설
정)

Settings(설정)

Help(도움
말)

클럭 지정
Clock(클럭) 메뉴에서는 날짜와 클럭 설정을 변경하고 이벤트 로그에 이벤트의 타
임 스탬프를 표시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일광 절약 시간에 클럭 설정을 변경하십
시오.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etup(설정) > Clock(클럭) 으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Settings:
Shutdown Alarms
Default → Clock
System Other
3. Enter 키를 누릅니다.
→ Date: 24-Sep-2010
Time: 13:45:51
4. 현재 일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날짜를 설정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Date: 24-Sep-2010
Time: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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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월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해당 월을 설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연도를 설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 Date: 24-Sep-2010
Time: 13:28:00
6. DOWN 화살표 키를 눌러 Time(시간) 행을 활성화합니다.
Date: 24-Sep-2010
→ Time: 13:28:00
Time(시간) 기능의 변경 절차는 일, 월, 년에 대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7. 이 메뉴에서 나가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먼지 필터 설정 지정
참고: 먼지 필터 감지는 시작 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매개변수는 High(높음),
Medium(보통) 또는 Low(낮음) 입니다. High(높음) 매개변수 선택은 먼지가 많은
환경용이며, 사용자가 90일 이후에 먼지 필터를 교체하도록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Medium(보통) 매개변수는 사용자가 120일 이후에 먼지 필터를 교체하도록 메시지
를 표시하며 Low(낮음) 매개변수 선택은 사용자가 150일 이후에 먼저 필터를 교체
하도록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5일 전에 사전 경고가 나타납니
다.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기존 필터가 먼지로 가득 차고 경보가 발생한 경우)
필터를 교체하고 Reset dust filter(먼지 필터 초기화)가 Yes(예)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etup(설정)으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 Setup Diags
LCM Help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ystem(시스템)으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Settings:
Shutdown Alarms
Default Clock
→ System Other

4.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Dust filter(먼지 필터)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참고: 먼지 필터 경보의 기본 설정은 “꺼짐”입니다. 세 개의 매개변수(“높음”, “보
통” 또는 “낮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먼지 필터 감지 기능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UPS #: xx ↑
# of UPSs: x0x
MBP board: xx
→ Dust filter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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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Dust filter: High, Medium, Low or Off(먼지 필터: 높음,
보통, 낮음 또는 꺼짐)으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UPS #: xx ↑
# of UPSs: xx
MBP board: xx
→ Dust filter High ↓

참고: 먼지 필터 감지 기능은 먼지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
래야 UPS 시스템에서 필터를 다시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먼지
필터 감지 기능 재설정, 페이지 27를 참조하십시오.

먼지 필터 감지 기능 재설정
1. 개요 화면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Chrg xxx%
Load xxx%
xxxVin xxxVout xxHz
Runtime: xxhr xxmin

2.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etup(설정)으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ontrol Logging
Status Display
→ Setup Diags
LCM Help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System(시스템)으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Settings:
Shutdown Alarms
Default Clock
→ System Other

4.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Dust filter(먼지 필터)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UPS #: xx ↑
# of UPSs: x0x
MBP board: xx
Dust filter Off ↓

5.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Reset dust fil(먼지 필터 초기화)로 이동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Reset dust fil: No ↑

6.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Reset dust fil: Yes(먼지 필터 초기화: 예)로 이동하여
Enter 키를 누릅니다.
↕ Reset dust fil: Yes ↑

참고: 필터 감지 기능을 초기화한 다음 몇 초 후 메뉴는 No(아니오)로 돌아갑니
다. 이제 필터 감지 기능이 초기화됩니다.

경보 임계값 설정
Alarm(경보) 임계값 변경 절차는 Clock(클럭) 변경에 설명된 절차와 동일합니다. 아
래 주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참고: 부하 수준이 사전 프로그래밍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UPS는 경고를 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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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던던시: 경보를 발행하는 리던던시 상태입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
•
•
•

N+0 – 전력 요구 사항이 리던던시 한계를 초과: 리던던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N+1 – 전력 요구 사항이 마지막 장치를 활용하지 않음: 리던던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2 – 전력 요구 사항이 마지막 2개의 장치를 활용하지 않음: 리던던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3 – 전력 요구 사항이 마지막 3개의 장치를 활용하지 않음: 리던던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경보음 설정, 명암 대비 및 언어 변경
Beeper Setup(경보음 설정)
메뉴 Display(디스플레이) > Display Setup(디스플레이 설정) > Beeper setup(경
보음 설정) 을 선택한 다음 화살표 키 및 Enter 키를 사용하여 경보음을 설정합니다.
•
•
•
•

Never(없음): 이 설정을 선택하면 내부 UPS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경보음이
활성화됩니다.
PwrFail+30: 이 설정을 선택하면 내부 UPS 장애 및 유틸리티/주 전원 또는 바
이패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경보음이 활성화됩니다. 장애가 30초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만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PwrFail: 이 설정을 선택하면 내부 UPS 장애 및 유틸리티/주 전원 또는 바이패
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경보음이 활성화됩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즉시 경보
음이 발생합니다.
LOW BATT(배터리 부족): 이 설정을 선택하면 내부 UPS 장애, 유틸리티/주 전
원 또는 바이패스 장애, 전원 장애 또는 배터리 용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경보음
이 활성화됩니다(UPS가 배터리로 작동하는 경우).

Contrast(명암 대비)
메뉴 Display(디스플레이) > Display Setup(디스플레이 설정) > Contrast(명암 대
비) 를 선택한 다음 화살표 키 및 Enter 키를 사용하여 명암 대비 수준을 설정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명암이 어두워집니다.

Language(언어)
메뉴 Display(디스플레이) > Display Setup(디스플레이 설정) > Language(언어)
를 선택한 다음 화살표 키 및 Enter 키를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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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부품 교체
Schneider Electric으로 부품 반송
Schneider Electric에 전화하여 RMA 번호를 받으십시오.
작동 불능 부품을 Schneider Electric으로 반송할 경우 구입 당시의 포장재로 모듈을
포장한 다음 보험에 가입된 특송 업체를 통해 반송하십시오. 고객 지원 센터 담당자
가 배송 주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구입 당시의 포장재가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새 포
장재 세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모듈
을 안전하게 포장하십시오. 모듈 운송 시 구슬모양 스티로폼이나 기타 헐거운 포장
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송 중에 모듈이 움직여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포장 내부에
구입자 이름, RMA 번호, 주소, 구입 영수증 사본, 문제에 대한 설명, 전화 번호 그리
고 필요한 경우 결제 증빙 서류를 동봉하십시오.
참고: 운송 중에 발생한 손상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면 패널 설치 제거

1.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 풉니다.
2. 전면 패널 상단을 UPS에서 당깁니다.
3. 캐비넷 하단의 2개 슬롯에서 뺀 전면 패널을 들어올립니다.
4. 캐비넷 하단의 2개 슬롯에서 빠진 배터리함 덮개를 들어올립니다(일본 구성에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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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패널 설치

1. 전면 패널 하단에 두 개의 탭을 끼워 전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일본 구성
의 경우 먼저 배터리함 덮개를 캐비넷 하단의 두 개 슬롯에 다시 설치해야 합니
다.)
2. 전면 패널이 캐비넷 상단의 잠금 장치에 고정될 때까지 밉니다.
3. 드라이버를 사용해 잠금 장치를 잠금 위치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교체 가능한 부품 (자격을 갖춘 기술자만 수행)
부품

부품 번호

배터리 모듈

SYBT4

고성능 배터리 모듈

SYBTH4

온도 센서가 있는 네트워크 관리 카드

AP9631

352mm 캐비넷용 먼지 필터

G35TOPT1

523mm 캐비넷용 먼지 필터

G35TOPT2

실내 온도:
4~32°C/
40~90°F

상대 습도:
40-90% 비응결

먼지 필터 보관

먼지 필터 검사
UPS 및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 전면 패널에는 전도성 먼지가 있는 환경에 설치된 시
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 패널 안쪽에 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
다. 한 달에 한 번씩 먼지 필터를 확인하십시오. 먼지 필터에 먼지나 다른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먼지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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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비넷에서 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전면 패널 설치 제거, 페이지 29를 참조하
십시오.
2. 상단 및 하단 먼지 필터 사이에 있는 플레이트에서 윙 너트를 제거합니다.
3.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4. 상단 먼지 필터를 아래쪽으로 밀고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5. 하단 먼지 필터를 바깥쪽으로 당기고 위쪽으로 밀어 제거합니다.
6. 새 먼지 필터를 끼우고 먼지 필터의 금속 면이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7. 상단과 하단 먼지 필터 사이에 플레이트를 다시 장착하고 두 개의 윙 나사를 끼
웁니다.
8. 전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9. 디스플레이를 통해 먼지 필터 경보를 초기화합니다. 먼지 필터 감지 기능 재설
정, 페이지 27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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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카드 교체

1. 두 개의 Torx 나사(카드 각 측면에 하나씩)를 풉니다.
2.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3. 새 카드를 설치합니다.
4. 두 개의 Torx 나사를 다시 장착합니다.

배터리 모듈 교체
참고: 구성 부품의 중량이 18~32kg(40~70파운드)이므로 두 사람이 운반해야 합니
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배터리 정비는 배터리에 대한 지식과 필수 주의 사항을 숙지한 자격을 갖춘 사
람만 수행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비자격자가 배터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 단자를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충전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배터리를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를 개봉, 개조 또는 절단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에서 누출된 전해액은 피
부와 눈에 유해합니다. 독성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배터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며 높은 단락 전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작
업 시 다음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시계, 반지 또는 기타 금속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

절연된 손잡이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십시오.

•

보안경,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십시오.

•

배터리 위에 공구나 금속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배터리 단자를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충전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

배터리가 실수로 접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실수로 접지된 경우 접
지된 전원을 제거하십시오. 접지된 배터리의 일부분과 접촉할 경우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전 가능성은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이러한 접
지를 제거한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접지된 서플라이 회로가 없는 장비 및 원격
배터리 공급장치에 해당함).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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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항상 동일한 유형과 수량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으로 교
체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및 UPS 시스템 보관
참고: 배터리 모듈은 보호용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실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보관된 배터리는 보관 온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
-15~40°C/
5~104°F

상대 습도:
0-95% 비응결

진동, 전도성 먼지, 직사광선 및
습기가 없는 보관 장소

보관 온도

충전 간격

-15~20°C/
5~68°F

9개월

20~30°C/
68~86°F

6개월

30~40°C/
86~104°F

3개월

주의
장비 손상 위험
•

시스템에 배터리를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배터리 설치 후 UPS 시스템을 가동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72시간
또는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재충전 요건에 따라 배터리는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UPS 시스
템의 전원을 장기간 동안 차단한 상태로 보관해야 할 경우, 최소 매월 1회씩 24
시간 동안 UPS 시스템을 작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충전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배터리 모듈
하나의 배터리 모듈은 4개의 배터리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rial:
Model:

BATTERY

UNIT
Serial:
Model:

BATTERY

UNIT

Serial:
Model:

BATTERY

UNIT

Serial:
Model:

BATTERY

UNIT

4 x 2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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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잠금 장치 제거 및 설치
시스템에 배터리 잠금 장치가 장착된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배터리 잠금 장치를 제
거하십시오.
1. 배터리 잠금 장치를 선반에 고정하는 M6 나사를 제거합니다.

2. 배터리 잠금 장치를 왼쪽으로 민 다음 위로 밀어 제거합니다.
3. 배터리 잠금 장치 설치는 제거 절차의 역순으로 실행합니다.
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거
Schneider Electric은 최적화된 런타임이 보장되도록 전체 배터리 모듈(네 개의 배터
리)을 동시에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예 1 참조). 단, 아래 표의 예 2와 3에 나타난
것처럼 두 개의 배터리는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523mm(20인치)
캐비넷

A열

B열

C열

D열

예1

교체

교체

교체

교체

예2

교체

교체

그대로

그대로

예3

그대로

그대로

교체

교체

352mm(14인치) 캐비넷

A열

B열

예1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교체

교체

예2

예3

배터리 모듈을 교체 또는 추가해야 할 경우(예: 불량 배터리를 알리는 디스플레이 메
시지가 나타나거나 런타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터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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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터리 모듈을 제거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배터리부터 제거하십시오.
1. 배터리 손잡이를 잡고 배터리를 위로 살짝 민 다음 캐비넷 밖으로 반쯤 꺼내십
시오. 잠금 장치로 인해 완전히 꺼내지지 않습니다.
2. 모듈형 배터리 유닛을 들어올려 잠금 장치를 해제합니다.
3. 손으로 지지하면서 모듈형 배터리 유닛을 완전히 꺼냅니다.
배터리 설치
UPS/모듈형 배터리 캐비넷

1. 빈 배터리 선반 앞의 맹판을 제거하고(있는 경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사
를 보관합니다.
2. 가장 낮은 베이에 배터리 모듈을 설치합니다(523mm UPS 버전의 경우 네 개를
교차, 352mm UPS 버전의 경우 두 개를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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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 유닛을 홈 사이에 끼워 UPS 내부에 끝까지 밀어 넣고 연결합니다.
참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모듈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문제가 지속되면 문제 해결 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시스템을 시작한 후 배터리를 24시간 동안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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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및 경보 메시지
이 절에서는 UPS에 표시되는 상태와 경보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메시지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며, 각 경보 메시지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
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시지
디스플레이 메시지

설명

필요한 조치

Automatic Self Test Started(자동 자체 테
스트 시작됨)

UPS가 사전 프로그래밍된 배터리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ABus Communication Fault(ABus 통신 오
류)

ABus에서 통신 중단이 감지되었습니다.

ABus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에 문의하십시
오.

ABus Termination Fault(ABus 종단 오류)

ABus 종단이 누락되었습니다.

종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에 문의하십시
오.

Batt Temperature Exceeded Upper Limit
(배터리 온도 상한값 초과)

하나 이상의 배터리 유닛 온도가 시스템 사양
을 초과했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Battery over-voltage warning(배터리 과전
압 경고)

배터리 전압이 너무 높아 충전기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Bypass Not Available Input Freq/Volt Out
Of Range(바이패스를 사용할 수 없음. 입력
주파수/전압이 범위를 벗어남)

주파수 또는 전압이 바이패스에 허용되는 범
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메시지는 UPS가 온라
인 상태일 때 나타나며, 필요할 때 바이패스
모드를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입력 전압을 보정하여 허용되는 전압 또는 주
파수를 공급하십시오.

Battery Discharged(배터리 방전됨)

UPS가 배터리 작동 모드에 있으며 배터리 충
전량이 낮습니다. 참고: 런타임 시간이 제한
됩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시스템 및 부하 장
비를 차단하거나 유입 전압을 복원하십시오.

Emergency PSU Fault(비상 PSU 장애)

리던던트 비상 전원 공급 장치(PSU)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UPS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
되지만 PSU를 교환해야 합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EPO Activated(EPO 활성화됨)

비상 전원 차단 스위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비상 전원 차단 스위치를 비활성화하십시오.

Fan fault(팬 오류)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Int. 기계적 Bypass Switch Closed(내부 바
이패스 스위치 닫힘)

내부 기계적 개폐 장치가 닫혔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PS가 내
부 기계적 바이패스 작동 중 입니다.

Int. 기계적 Bypass Switch Open(내부 바이
패스 스위치 열림)

내부 기계적 바이패스 개폐기가 꺼졌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Low-Battery(배터리 용량 부족)

UPS가 배터리 작동 모드에 있으며 배터리 충
전량이 낮습니다. 참고: 런타임 시간이 제한
됩니다.

시스템 및 부하 장비를 차단하거나 유입 전압
을 복원하십시오.

Load Is No Longer Above Alarm
Threshold(부하가 더 이상 경고 한도를 초과
하지 않음)

부하가 이전에 경보 한도를 초과했으며 부하
가 감소했거나 한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황
이 해결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Load Power Is Above Alarm Threshold(부
하 전원이 경보 한도보다 높음)

부하량이 사용자 지정 부하 경보 한도를 초과
했습니다.

옵션 1: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경보 임계값을 높입니다.
옵션 2: 부하량을 줄입니다.

Mains Not Available. Input Freq/Volt Out
of Range(주 전원을 사용할 수 없음. 입력 주
파수/전압이 범위를 벗어남)

주파수 또는 전압이 정상 작동에 허용되는 범
위를 벗어났습니다.

허용되는 주파수 또는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
록 입력 전압을 수정합니다.

Minimum Runtime Restored(최소 런타임
복원됨)

시스템 런타임이 구성된 최소 런타임 아래로
떨어졌다가 복원되었습니다. 추가 배터리 모
듈을 설치했거나 기존 배터리 모듈을 충전했
거나 부하 또는 한도를 낮추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No Batteries Are Connected(연결된 배터
리 없음)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No Master is Present in the Parallel
System(병렬 시스템에 마스터 없음)

병렬 마스터가 없습니다. 병렬 시스템이 올바
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Number of Battery Modules Decreased
(배터리 모듈 수 줄어듦)

하나 이상의 배터리 모듈이 제거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990–2386F-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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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필요한 조치

Number of Battery Modules Increased(배
터리 모듈 수 늘어남)

하나 이상의 배터리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Overload on a Parallel Unit(병렬 장치에 과
부하)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였습
니다. 전체 병렬 시스템이 바이패스에서 복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Order Startup Check(시동 점검 요청)

UPS 시스템이 5일간 켜져 있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여 설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Order Tech Check(기술 점검 요청)

UPS 시스템이 4일간 켜져 있습니다. 기술 점
검이 권장됩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PBus Communication Fault on Cable 1(케
이블 1에 PBus 통신 장애)

PBus 1에서 통신 중단이 감지되었습니다.

PBus 1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
에 문의하십시오.

PBus Communication Fault on Cable 2(케
이블 2에 PBus 통신 장애)

PBus 2에서 통신 중단이 감지되었습니다.

PBus 2 배선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
에 문의하십시오.

PBus Termination Fault on Cable 1(케이
블 1에 PBus 종단 장애)

PBus 1 종단이 누락되었습니다.

종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에 문의하십시
오.

PBus Termination Fault on Cable 2(케이
블 2에 PBus 종단 장애)

PBus 2 종단이 누락되었습니다.

종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Schneider Electric에 문의하십시
오.

Parallel Configuration Fault(병렬 구성 결
함)

병렬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습니
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Parallel Redundancy Restored(병렬 리던
던시 복원됨)

병렬 리던던시가 복원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Parallel Redundancy is below Alarm
Threshold(병렬 리던던시가 경고 한도 미만
임)

부하량이 사용자 지정 부하 경보 임계값을 초
과했습니다.

옵션 1: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경보 임계값을 높입니다.
옵션 2: 부하량을 줄입니다. 이제 병렬 리던던
시가 복원됩니다.

Replace Batt(s)(배터리 교체)

하나 이상의 배터리 모듈을 교체해야 합니다
(내부 배터리 모듈에만 해당).

부품 교체, 페이지 29에서 절차를 확인하십
시오.

Runtime Is Below Alarm Threshold(런타
임이 경고 한도 미만임)

예상 런타임이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런타임
경보 임계값보다 작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감
소했거나 부하가 증가했습니다.

옵션 1: 배터리 모듈을 재충전하십시오.
옵션 2: 가능하면 배터리 모듈 수를 늘리십시
오.
옵션 3: 부하량을 줄입니다.
옵션 4: 경보 한도를 낮추십시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Shutdown Due To Low Battery(배터리 용
량 부족으로 인한 셧다운)

UPS가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부하를 차
단하였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없습니다.
참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배터리 용
량의 증가를 고려하십시오.

Site Wiring Fault(사이트 배선 오류)

입력 측의 잘못된 상 회전입니다. UPS가 계
속 배터리에서 조절된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기 기술자를 통해 UPS가 올바르게 배선되
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atic Bypass Switch Fault(정적 바이패스
스위치 오류)

스태틱 바이패스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System Failure Detected by Surveillance
(감시 장치가 시스템 오류 발견)

시스템에 내부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다른 경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지속되
면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System Start Up Configuration Failed(시
스템 시동 구성 실패)

시스템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시스템 전압
및/또는 캐비넷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지속되
면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System Not Synchronized to Bypass(시스
템이 바이패스에 동기화되지 않음)

시스템이 바이패스로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옵션 1: 입력 주파수의 민감도를 줄입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옵션 2: 허용되는 주파수 또는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력 전압을 수정합니다.

The dust filter must be changed
immediately(먼지 필터 즉시 교체 필요)

-

먼지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The dust filter must be changed soon(먼
지 필터 곧 교체 필요)

-

먼지 필터 교체를 준비하십시오.

UPS In Bypass Due To Fault(장애로 인해
UPS가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됨)

오류가 감지되어 UPS가 바이패스 모드로 전
환되었습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UPS In Bypass Due To Overload(과부하로
인해 UPS가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됨)

부하가 전력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UPS가 바
이패스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부하를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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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UPS Is Overloaded(UPS가 과부하 상태임)

부하가 시스템 전력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옵션 1: 부하량을 줄입니다.
옵션 2: 디스플레이를 통해 3개 위상에 대한
부하 분산을 확인합니다. 부하가 고르게 분산
되지 않은 경우 부하를 조절하십시오.

Warranty Expiring(보증 만료)

보증이 3개월 후 만료됩니다.

Schneider Electric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Weak Batt(s) Detected. Reduced Runtime
(배터리 용량 부족이 감지되었습니다. 런타임
이 감소합니다).

하나 이상의 용량 부족 배터리가 감지되었습
니다.

용량 부족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XR Battery Fuse Blown(XP 배터리 퓨즈 끊
김)

모듈형 배터리 퓨즈가 끊겼습니다. 런타임이
예상보다 낮아집니다.

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의 끊긴 퓨즈를 교체하
십시오(모듈형 배터리 캐비넷이 설치된 경우
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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