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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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20kVA 400V

목차
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5
안전 주의 ...................................................................................................6
전기 안전 .............................................................................................8
주기적인 점검.......................................................................................9
배터리 안전 ..........................................................................................9
전자기 호환성.....................................................................................10

사양 ............................................................................................................. 11
입력......................................................................................................... 11
출력......................................................................................................... 11
바이패스 ..................................................................................................12
사용 환경 ...........................................................................................13
배터리 .....................................................................................................14
권장 회로 차단기 및 케이블 길이................................................................15
변압기 .....................................................................................................19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21

기계적 조립 ................................................................................................23
간격 수치 .................................................................................................23
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25
UPS에서 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25
외부 배터리 캐비닛에서 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 .....................................25
상단 인입구 설치 옵션...............................................................................26
IP32 옵션 설치 .........................................................................................28

바닥 장착 ....................................................................................................29
단일 시스템의 입력 및 PE 케이블 연결 ..................................................30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30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30
주파수 변환기 ..........................................................................................31

병렬 시스템의 입력 및 PE 케이블 연결 ..................................................32
개요.........................................................................................................32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32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33
리던던트 병렬 시스템 ..........................................................................33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33
주파수 변환기 ..........................................................................................35

TNC 시스템의 PE 케이블 연결 ...............................................................36
통신 케이블 연결 .......................................................................................37
통신 케이블 개요 ......................................................................................37
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 연결 .......................................................................39
네트워크 관리 카드 연결 ...........................................................................41
통신 카드 연결 예 .....................................................................................41
통신 카드 추가 또는 교체...........................................................................41
일반 정지 또는 원격 비상 전원 차단 연결 ....................................................43
병렬 통신 케이블 연결...............................................................................43
리던던트 병렬 시스템 ..........................................................................43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44

외부 배터리 설치 .......................................................................................46
선반에 Marine UPS 배터리 셀 잠금 ............................................................46
990–5233E–019

3

20 - 120kVA 400V

배터리 케이블 연결 ...................................................................................46
빈 배터리 캐비닛 설치...............................................................................48
배터리 회로 차단기 키트 설치 ..............................................................48
선반과 배터리 셀 설치 .........................................................................49
배터리 리모콘 연결 ...................................................................................50

타사 배터리 캐비닛용 배터리 회로 차단기 설치(옵션) ........................52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옵션) .......................................................55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설치 .............................................................57

배터리 온도 모니터 설치(옵션) ...............................................................59
동기화 모듈 설치(옵션) ............................................................................60
동기화 모듈 개요 ......................................................................................60
동기화 모듈을 벽에 장착 ...........................................................................60
권장 케이블 크기 ......................................................................................61
케이블을 단일 UPS용 동기화 모듈에 연결 ..................................................61
케이블을 병렬 시스템의 동기화 모듈에 연결 ...............................................62
입력부 및 출력부 ......................................................................................64

외부 바이패스 설치 ...................................................................................65
150kVA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설치 ............................................................65
TNS ...................................................................................................65
TNC...................................................................................................66
400kVA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설치 ............................................................67
TNS ...................................................................................................67
TNC...................................................................................................68

Marine UPS 적응 계기용 변압기 설치....................................................69
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70
단일 시스템 변압기 구성 옵션 ....................................................................71
병렬 UPS 시스템 변압기 구성 옵션 ............................................................73
입력 절연 변압기 설치...............................................................................74
출력 절연 변압기 설치...............................................................................78

4

990–5233E–019

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20 - 120kVA 4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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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재하며 지침 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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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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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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PS 시스템을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설치 설명서의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
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모든 건축 작업이 완료되고 설치실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UPS 시스템을 설치하
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제품은 Schneider Electric이 정의한 사양 및 요구사항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
다. 특히 외부 및 내부 보호(상위단 차단기, 배터리 차단기, 배선 등) 및 환경 요
구사항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Schneider Electric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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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UPS 시스템은 지역 또는 국가 규정을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을 준수하
여 UPS를 설치하십시오.
•

IEC 60364(60364–4–41- 감전에 대한 보호, 60364–4–42 - 열효과에 대한 보
호 및 60364–4–43 - 과전류에 대한 보호 포함) 또는

•

NEC NFPA 70 또는

•

Canadian Electrical Code(C22.1, 파트 1)

지역 또는 나라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온도가 조절되고 전도성 오염 물질 및 습기가 없는 실내 환경에 UPS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

불연성의 평평하고 단단하며 시스템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바닥(예: 콘크리
트) 위에 UPS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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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UPS는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환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해성 증기

•

폭발성 먼지 또는 가스 혼합물, 부식성 가스 또는 전도성 또는 방사성 열이 발
생하는 장소

•

수분, 연마 먼지, 증기가 있거나 습기가 과도한 환경

•

곰팡이, 곤충, 해충이 있는 장소

•

염분 함유 공기 또는 오염된 냉매

•

IEC 60664-1에 정해진 2등급을 초과하는 공기 오염 환경

•

비정상 진동, 충격 및 기울어짐에 노출

•

직사광선, 열원 또는 강력한 전자기장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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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글랜드 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케이블 또는 도관 구멍 뚫기 작업을 하면
안되며, UPS와 가까운 위치에 구멍 뚫기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아크 플래시 위험
설치 설명서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제품을 기계적으로 변경(캐비닛 부품 제거 또
는 천공 작업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과열 위험
UPS 시스템 주변의 공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UPS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제품
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장비 손상 위험
태양발전 시스템 또는 동력 발전기를 비롯한 부하 재생 시스템에 UPS 출력을 연
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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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전기 장비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설치, 작동, 서비스 및 유지보수해야 합니
다.

•

UPS 시스템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접근이 제한된 실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전기 작업 방식을 따릅니다.

•

UPS 시스템에서 작업하려면 해당 장비의 전원 공급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

UPS 시스템에서 작업하기 전에 보호 접지를 포함한 모든 단자 간의 위험 전압
을 확인하십시오.

•

UPS는 내장형 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장치와 분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위험한 전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UPS 시스템을
설치 또는 정비하기 전에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고 유틸리티/주 전원 및 배터
리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PS 장치를 열기 전에 5분 동안 기다려
서 콘덴서가 방전되도록 하십시오.

•

현지 규정에 따라 상위단 전원에서 시스템을 격리할 수 있도록 분리 장치(예:
분리 회로 차단기 또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분리 장치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UPS는 적절하게 접지해야 하며, 높은 누설 전류가 발생하므로 접지선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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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백피드 보호가 표준 설계의 일부가 아닌 시스템에서는 격리 장치의 입력 단자에
서 위험한 전압 또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격리 장치(해당 지역에 적용
되는 표준에 따라 IEC/EN 62040–1 또는 UL1778 제5 에디션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백피드 보호 옵션 또는 기타 시스템)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위단 전원 공급이
정지된 후 15초 내에 장치가 열려야 하며 규격에 따른 정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PS 입력이 열렸을 때 중성선을 차단하는 외부 차단기를 통해 연결되었거나 자동
백피드 차단이 장비 외부에 제공 또는 IT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었을 때 UPS 입력 단
자, UPS 구역으로부터 원격 설치된 모든 기본 전력 차단기 및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
러한 차단기와 UPS 사이 외부 접근점에 다음 문구(또는 UPS 설치 국가에서 허용되
는 언어의 상응 문구)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전압 백피드 위험 이 회로에서 작업하기 전: UPS를 차단하고 보호 접지를 포함한
모든 단자 간의 위험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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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20 - 120kVA 400V

주기적인 점검

경고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콘덴서, 팬, 전자 보드, 배터리 등 제한된 수명을 가진 구성부품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배터리 트립 컨트롤이 수행되어야 합
니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12개월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
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배터리 회로 차단기는 Schneider Electric이 정의한 사양 및 요구사항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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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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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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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주의
장비 손상 위험
재충전 요건에 따라 배터리를 6개월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UPS 시스템의
전원을 장기간 동안 차단한 상태로 보관해야 할 경우, 최소 매월 1회씩 24시간 동
안 UPS 시스템을 작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충전되어, 돌이
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전자기 호환성

주의 사항
전자파 장애 위험
이 제품은 IEC 62040-2에 따라 카테고리 C3에 해당합니다.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제한 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제2 환경에서 상업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제2 환경에는 중간 변압기 없이 공공용 저전압 주 전원 공급에 직접
연결된 주거, 상업 및 경공업 지역 외에도 모든 상업, 경공업 및 산업 지역이 포함
됩니다. 설치 및 케이블 작업 시 전자기 호환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

케이블 분리,

•

해당하는 경우 차폐 또는 특수 케이블 사용,

•

접지된 금속 케이블 트레이 및 지지대 사용.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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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사양
입력
UPS 정격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입력 전압(V)

380 - 400 - 415

아래 곡선을 따라 표준에서 허용하는 입
력 전압 범위(V)

표준 USP의 경우 250 ~ 470
백피드 보호 기능이 있는 UPS의 경우 342 ~ 470

입력 주파수(Hz)

45 ~ 65

정격 전류1
정상 AC 입력(A)

32

45

57

87

115

143

171

400V에서의 최대 입력 전류(A)

33

46

58

88

116

145

173

400V에서의 입력 전류(A), 과부하=1.25
In 10분으로 제한.

39

56

72

108

145

181

217

400V에서의 입력 전류(A), 과부하=1.5
In 1분으로 제한.

47

68

87

130

174

217

260

THDI

최대 부하 상태에서 < 6%
25–75% 부하 상태에서 < 8%

최대 단락 허용 전류(kA)

20

입력 퓨즈 등급(A)

80

30
80

80

125

160

315

315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58

87

116

145

174

240

360

480

입력 전압의 함수로서의 전원 공급

출력
UPS 정격

20kVA

과부하 용량

125%에서 10분
150%에서 1분
220%에서 0.1초

전압 허용범위(V)

380, 400, 415 ± 3%

정격 출력 전류

29

출력 전류 제한(A)

190

44

출력 주파수

50Hz 또는 60Hz

THDU

선형 부하의 경우, 위상 대 위상 ≤ 1%, 위상 대 중성선 ≤ 1.5%
비선형 부하의 경우 위상 대 위상 ≤ 2.5%, 위상 대 중성선 ≤ 3.5%

출력 퓨즈 등급

80

80

80

125

160

315

315

파고율

6.55

4.41

3.27

2.75

3.12

3.33

2.77

1.

배터리 부동 충전 시 정격 전류. 정상 AC 입력 전압 = U, AC 바이패스 입력 = U, 부하 = 400V/ P 부하 = PN / 부하 cos phi = 0.9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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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사양

시간의 함수로서의 허용 UPS 과부하

바이패스
UPS 정격

20kVA

연결 유형

3PH+N

입력 전압(V)

380 ~ 443

입력 주파수(Hz)

46 ~ 54

12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990–5233E–019

사양

20 - 120kVA 400V

사용 환경
작동 온도
작동 온도의 범위는 0 ~ 40°C지만 최적의 작동 온도는 20 ~ 25°C입니다.
배터리 백업 시간은 온도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10°C 미만의 온도에
서는 백업 시간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25°C 이상인 경우 배터리 서비스 수명은 매 10°C씩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50%씩
감소합니다. 40°C 이상인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는 열폭주 위험 때문에 더 이상 배터
리의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대 전류로 계산된 손실량 V=380 및 RL 부하, cosf: 0.9 @ 100% 부하
열 방산
UPS 정격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손실량(kW)

1.61

2.03

2.68

4.26

4.86

6.90

8.41

열 방산
(BTU/시간)

5493

6928

9146

14539

16587

23549

28362

공기 처리량 권장수치(m³/시간)

1332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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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사양

배터리
배터리 유형: 밀봉형 납축 또는 배기형 납축.

출력 역률 = 0.9에서의 배터리 크기 조정을 위한 DC 출력 수준
UPS 정격
DC 전력
(KW)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부하 25%

6.3

8.6

10.9

15.6

20.6

25.2

29.8

부하 50%

10.9

15.6

20.3

29.7

34.9

48.5

58.1

부하 75%

15.6

22.6

29.7

44.2

58.9

72.5

87.1

부하 100%

20.3

29.7

39.4

58.6

78.4

97

116.8

출력 역률 = 0.8에서의 배터리 크기 조정을 위한 DC 출력 수준
UPS 정격
DC 전력
(KW)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부하 25%

5.8

7.8

9.9

14.1

18.5

22.6

26.8

부하 50%

9.9

14.1

18.2

26.6

33.1

43.4

51.7

부하 75%

14.1

20.3

26.6

39.4

52.4

64.5

77.3

부하 100%

18.2

26.6

35.0

52.2

69.6

86.0

103.5

방전 종료 시 최대 전류
UPS 정격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배터리(A)

68

101

134

201

268

338

402

부하(A)

29

44

58

87

116

14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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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권장 회로 차단기 및 케이블 길이
권장 회로 차단기의 선택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의 UPS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의 UPS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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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사양

권장 상위단 회로 차단기
UPS 정격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이중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 입력

C60L - 50A

C60L - 63A

NSX 100F 3PTM80D

NSX 160F 3PTM125D

NSX 160F 3PTM160D

NSX 250F 3PTM200D

NSX 250F 3PTM250D

이중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 바이패스

NSX 100F 4PTM100D

NSX 100F 4PTM100D

NSX 100F 4PTM100D

NSX 160F 4PTM125D

NSX 160F 4PTM160D

NSX 250F 4PTM250D

NSX 250F 4PTM250D

단일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NSX 100F 4PTM100D

NSX 100F 4PTM100D

NSX 100F 4PTM100D

NSX 160F 4PTM125D

NSX 160F 4PTM160D

NSX 250F 4PTM250D

NSX 250F 4PTM250D

경고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다음 문구가 표시된 라벨을 각 상위단 회로 차단기에 부착하십시오. “이 회로에서
작업하기 전에 무중단 전원 공급장치(UPS)를 격리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폭발, 아크 플래시 또는 전압 공급 중단 위험
설치 설계의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UPS 내부 퓨즈 선별 요건을 따르는 위에 권장된 상위단 회로 차단기

•

권장 상위단 회로 차단기 사용 시 20 ~ 60kVA UPS의 경우 Icw = 20kA

•

권장 상위단 회로 차단기 사용 시 80 ~ 120kVA UPS의 경우 Icw = 30kA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권장 상위단 회로 차단기
UPS 정격

20-30-40kVA

하위단 회로 차단
기

C60N

트립 장치

C 16A

60kVA

B 25A

C 20A

80kVA

B 32A

C 25A

100-120kVA

B 50A

C 32A

C120N

NSX100

B 63A

TMG 63A

하위단 회로 차단기의 N 타입 곡선은 설치 환경에 따라 H 또는 L 타입 곡선으로 대
체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보호 장치는 입력 또는 바이패스 소스에 의해 공급되었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UPS의 각 출력 회로 하위단에 대한 선별을 보장합니다.
참고: 이러한 하위단 보호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출력 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모든 출력 회로에서 20ms 이상 전원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접지 누출 전류
UPS 접지 누출 전류는 1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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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퓨즈
UPS 입력 및 출력 퓨즈의 시간/전류 곡선

권장 케이블 크기
참고: 케이블 길이는 100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UPS 정격

20kVA

30kVA

40kVA

60kVA

80kVA

100kVA

120kVA

이중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 입력(mm²)

10

16

16

25

50

50

70

이중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 바이패스
(mm²)

16

16

16

25

50

70

70

단일 유틸리티/
주 전원 시스템
– 입력 및 바이
패스(mm²)

16

16

16

25

50

70

70

출력(mm²)

16

16

16

25

50

70

70

배터리(<15m)
(mm²)

16

25

35

70

95

2 x 50

2 x 70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같은 기능에는 동일한 저항, 동일한 길이 및 동일한 크기의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케이블 크기는 구리 전도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알루미늄 전도체의 경
우 크기를 30% 증가시키십시오). 크기 계산에는 400V 전압과 4개 케이블의 그
룹화도 고려됩니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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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단자 구멍 직경: 6.5mm(120kVA의 경우 8.5mm).
PE(차폐 접지) 케이블은 접지 단자에 연결됩니다. 구멍 직경: 6.5mm(120kVA의 경
우 8.5m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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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변압기
Marine UPS 적응 계기용 변압기 사양
UPS 정격

60kVA

변압

440V ~
400V

위상

Dyn11

기본

보조

80kVA
690V ~ 400V

440V ~
400V

120kVA
690V ~
400V

Dyn11

440V ~
400V

690V ~
400V

Dyn11

전압(V)

440 +/- 5%

690 +/- 5%

440 +/- 5%

690 +/5%

440 +/- 5%

690 +/- 5%

전류(A)

81

52

108

69

162

103

케이블 길이(mm2)2

35

35

95

35

95

95

전압(V)

400

전류(A)3

87

116

174

케이블 길이(mm2)2

35

35

95

> 97.7%(40°C에서)

> 98.5%(40°C에서)

주파수(Hz)

50/60

효율

> 97.3%(40°C에서)

과부하

2시간 동안 110%

돌입 전류

< 5 x In

절연 변압기 사양
UPS 정격

40kVA

전압(V)

380–400–415 +/- 5%

주파수(Hz)

50

효율

> 97%(75°C에서)

60kVA

120kVA

> 96%(75°C에서)

> 97%(75°C에서)

과부하

1시간 동안 110%

돌입 전류

380V에서 < 12Inom 915A

380V에서 < 12Inom 1095A

380V에서 < 12Inom 2005A

총 전력 소모량

1.88KW / 450cal/.s

2.61KW / 624cal/.s

4.38KW / 1047cal/.s

절연 변압기 유형은 DYN05입니다. AC 입력과 AC 바이패스 전원(상위단) 및
Galaxy 5500 UPS의 부하 출력(하위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절연 변압기는 상위
단 전원의 절연을 설정하고 하위단의 전력 소모 장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UPS 연결을 위해 3미터 길이의 케이블이 변압기와 함께 제공되므로 UPS와 변압기
는 서로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
3.

1000R02V 유형 구리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 길이가 100미터 이하이고 전압 하강율이 3%보다 낮은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100% 부하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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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참고: 아래 표에 제시된 값은 공칭 유틸리티/주 전원 전압 및 정격 부하를 기준으
로 합니다.
변압률은 1입니다.
UPS 정격

40kVA

60kVA

120kVA

380V

61

91

182

400V

58

87

173

415V

56

84

166

변압기 돌입 전류(최대)

12 x Inom

12 x Inom

11 x Inom

벡터 그룹

DYN11

DYN5

DYN5

전원 케이블

35

35

70

PE 케이블

16

16

35

다양한 유틸리티/주전원
전압에 대한 선로 전류(A)

케이블 길이4 (mm2)

4.

20

1000R02V 유형 구리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 길이가 100미터 이하이고 전압 하강율이 3%보다 낮은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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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권장 케이블 크기는 U1000R02V 유형의 구리 케이블이 적용됩니다. 온도 상승 허용
치와 관련하여 계산되었으며 최대 라인 전압 하강률이 최대 25m의 케이블 길이에
대하여 1%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케이블이 이보다 더 길 경우 전압 하
강률을 1% 이내로 줄이려면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UPS 정격

20 –
120kVA

100-120kVA

런타임

≤ 10 mn

> 10 mn

절연 모니터가 없는 인클로저

15

35

절연 모니터가 있는 인클로저

17

37

중량(kg)

경고
폭발 위험
•

저전압 코일(MN 24 VDC)이 장착된 DC 회로 차단기로 배터리 회로를 보호합
니다.

•

DC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이어야 합니다. 저전압 코일은 아래 연결 배선도에
표시된 대로 UPS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표준 배터리 회로 차단기
UPS 정격

20kVA

30kVA

100% 부하 시 최대 배터
리 백업 시간5

30mn 이하

15mn 이하

15mn 초과
~ 30mn 이
하

15mn 이하

15mn 초과
~ 30mn 이
하

5mn 이하

5mn 초과
~ 30mn 이
하

30mn 이하

구성

내부 배터
리

내부 배터
리

외부 배터
리

내부 배터
리

외부 배터
리

내부 배터
리

외부 배터
리

외부 배터
리

유형

NSX160S
DC 3P

NSX160S
DC 3P

NSX400S
DC 3P

NSX160S
DC 3P

NSX400S
DC 3P

NSX160S
DC 3P

NSX400S
DC 3P

NSX400S
DC 3P

트립 유닛

TM100D

TM100D

MP1

TM250D

MP1

TM250D

MP1

MP1

마그네틱 설정
(A)

800

800

800

1250

800

1250

800

800

온도 설정

1

1

-

1

-

1

-

-

QF1 회
로 차단
기

5.

40kVA

60kVA

80 –
120kVA

다른 값에 대해서는 Schneider Electric 또는 지역 대리점의 A/S 부서와 상담하십시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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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회로 차단기 사양
UPS 정격

20kVA

요구 사항

필수 장착 요소

현재 설정6

30kVA

40kVA

60kVA

80kVA

•

반드시 DC 전류 회로 차단기(전신주 및 트리핑)여야 합니다.

•

DC 정격은 반드시 500VDC보다 높아야 합니다.

•

차단 용량은 반드시 최대 배터리 단락 전류보다 커야 합니다.

•

24VDC 저전압 코일 트리핑

•

보조 무전압 접점

정격 방전 배
터리 전류(A)

68

최대 자기 전
류

마그네틱 전류 설정(lsd)은 최대 배터리 단락 전류의 50%보다 낮아야 함7

최소 마그네
틱 설정(A)8

95.2

101

141.1

134

187.6

201

281.4

268

375.2

100kVA

120kVA

338

402

473.2

562.8

참고: 배터리 백업 시간은 방전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업체 사
양에 따라 회로 차단기가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6.
7.
8.

22

정격 방전 배터리 전류는 역률 0.9에서의 공칭 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로 차단기 공급업체 사양에 따릅니다.
20%의 회로 차단기 트립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마그네틱은 최대 배터리 단락 전류의 50%에서 40ms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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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기계적 조립
참고: Galaxy 5500 Marine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Galaxy 5500 Marine 입고
및 포장 해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간격 수치
외부 배터리가 포함된 UPS

참고: 위에 나와 있는 간격 수치는 통풍과 사후 수리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 코드와 표준을 참고하십시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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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조립

내부 배터리가 포함된 UPS(AIOB — All In One Box)

참고: 위에 나와 있는 간격 수치는 통풍과 사후 수리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 코드와 표준을 참고하십시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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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
UPS에서 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
캐비닛을 최종 위치에 설치한 후에는 배터리 보호 카드보드를 항상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1. 카드보드를 지지하고 있는 타이를 제거합니다.
2. 카드 보드를 제거합니다.
3. 지지대를 제거합니다.

외부 배터리 캐비닛에서 배터리 보호 장치 제거
캐비닛을 최종 위치에 설치한 후에는 배터리 보호 카드보드를 항상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1. 배터리 수직 지지대를 제거합니다.
2. 카드보드를 지지하고 있는 타이를 제거합니다(1,000mm 외부 배터리 캐비닛).
3. 배터리 보호 카드보드를 제거합니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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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터리를 지지하고 있는 타이를 제거합니다.

상단 인입구 설치 옵션
참고: 모든 작동에 대한 조임 토크는 6.5Nm입니다.
1. UPS의 왼쪽 패널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2. M5 스페이서, 워셔 및 M5 나사를 사용하여 케이블 고정 바를 설치합니다.
3. 패널 브래킷 및 스페이서를 설치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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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 패널의 각 가장자리에 클럽 너트 4개를 설치합니다.
5. M6 나사를 사용하여 왼쪽 패널을 설치합니다.

6. 나머지 M6 나사를 사용하여 전면 및 후면 패널을 설치합니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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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32 옵션 설치
참고: Galaxy 5500 Marine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Galaxy 5500 Marine 입고
및 포장 해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IP32 옵션은 캐비닛의 높이를 200mm까지 올려줍니다.
1. UPS 상단에 보호 커버를 설치합니다.

2.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더 긴 지지대는 전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3. 루프를 설치합니다.

4. 측면 디플렉터를 설치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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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바닥 장착
경고
과열 위험
캐비닛 받침대는 충분한 환기를 위해 필요하므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캐비닛 측면을 포함합니다(패널과 도어).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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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시스템의 입력 및 PE 케이블 연결

단일 시스템의 입력 및 PE 케이블 연결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입력 단자의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5.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6.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7.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8.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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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바이패스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입력 케이블을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5.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6.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7.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8.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주파수 변환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중성선 케이블을 AC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입력 케이블을 입력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5.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6.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를 출력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니다.
7.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8.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9.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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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시스템의 입력 및 PE 케이블 연결
개요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와 각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입력 단자의 케이블을 각 UPS의 바이패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5.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UPS1의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6. 케이블을 UPS1의 출력 단자에서 UPS2의 출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7.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8.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9.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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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리던던트 병렬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단자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케이블을 입력 단자와 각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바이패스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와 각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5.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UPS1의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6. UPS1의 출력 단자에서 UPS2의 출력 단자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7.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8.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9.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케이블을 입력 단자와 각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바이패스 입력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와 외부 바이패스의 UPS 접지 단자
에 연결합니다.
5. UPS의 바이패스 단자를 동일한 길이와 크기를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
바이패스의 바이패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6. AC 출력 케이블을 출력 단자와 외부 바이패스의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7. UPS의 출력 단자를 동일한 길이와 크기를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 바이
패스의 출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8.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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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력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10.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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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변환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중성선 케이블을 바이패스 단자의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입력 케이블을 입력 단자와 UPS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5. UPS1의 입력 단자를 UPS2의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6. UPS1의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를 UPS2의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니
다.
7. AC 출력 케이블을 UPS1의 출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8. UPS1의 출력 단자를 UPS2의 출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9.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를 2대의 UPS 출력 중성선 단자에 각각 연결합니다.
10.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11.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12.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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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 시스템의 PE 케이블 연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은 단일 UPS, 병렬 UPS 및 외부 바이패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커버에 표시된 대로 먼지 보호 커버를 접습니다.
2. 캐비닛 하단에서 보호 커버를 제거합니다.
3. AC 입력 PEN 케이블을 UPS 바이패스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4. AC 출력 PEN 케이블을 UPS 출력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5.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UPS 바이패스 접지 단자를 바이패스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니다.
6.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UPS 출력 접지 단자를 출력 중성선 단자에 연결합
니다.
7. 케이블을 캐비닛에 고정합니다.
8. 전원 단말기의 보호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조임 토크는 2Nm입니다.
9. 접었던 먼지 보호 커버를 다시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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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케이블 연결
통신 케이블 개요
단일 시스템의 통신 케이블 개요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통신 케이블의 충분한 절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케이블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원 케이블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신 케이블에 절연체를 더 입히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네트워크 관리 카드(SELV)
B. 통신 카드(옵션)(SELV 또는 LV)
C. 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SELV)
D. 외부 배터리 회로 차단기 케이블(SELV)
E. 일반 정지 케이블(S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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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시스템의 통신 케이블 개요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통신 케이블의 충분한 절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케이블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원 케이블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신 케이블에 절연체를 더 입히
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네트워크 관리 카드(SELV)
B. 통신 카드(옵션)(SELV 또는 LV)
C. 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SELV)
D. 외부 배터리 회로 차단기 케이블(SELV)
E. 일반 정지 케이블(SELV)
F. 외부 바이패스 케이블(ELV), CAN 케이블(SELV) 및 교환 전류 케이블(S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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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 연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연결 전에 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SECI라고도 함)에 대한 모든 전원을 분리하고
폐쇄합니다. SELV(안전초저압)와 비 SELV 회로를 같은 카드의 서로 다른 전원 출
력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UPS에는 한 개의 무전압 접점 통신 카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력부의 특성:
•

허용 전압: 250V AC, 30V DC

•

허용 전류: 2A

•

케이블: 4 x 0.93mm², Ø 6.6mm +/- 0.3mm

핀

설명

6

배터리 부족 경고

5

배터리 전원에 대한 부하

4

자동 바이패스에 대한 부하

3

UPS에 대한 부하

2

배터리 작동 불능

1

일반 경보

입력부의 특성:
•

전환 전압: 5V DC

•

전력 소비량: 10mA

•

케이블: 4 x 0.34mm², Ø 5mm +/- 0.5mm

핀

설명

A

UPS OFF(꺼짐)

B

UPS ON(켜짐)

1. 나사로 고정된 커버를 제거합니다.
2. 통신 케이블을 케이블 인입구 구멍을 통해 정렬합니다.
3. 입력 접점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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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 접점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5. 커버를 다시 설치하고 나사로 조입니다.
6. 나사를 조여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7. 라벨에 전원 위치를 표시합니다.
8. 슬롯에 카드를 설치합니다.
9. 두 개의 나사로 카드를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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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카드 연결
네크워크 관리 카드 사용 설명서 990-3194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통신 카드 연결 예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SELV 전원을 사용할 경우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통신 카드를 전원에서 분리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 카드 추가 또는 교체

1. UPS 도어를 엽니다. 옵션 통신 카드를 위한 카드홀더는 도어 안쪽에 있습니다.
2. 카드홀더에서 나사 4개를 제거합니다.
3. 카드홀더를 엽니다.
990–5233E–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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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통신 카드를 삽입하거나 기존 카드를 교체합니다.
5. 카드홀더를 닫고 원래 위치로 기울인 다음 나사 4개를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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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지 또는 원격 비상 전원 차단 연결
일반 정지 버튼을 누르면 UPS가 정지되고 배터리 회로 차단기가 열립니다(사용자
정의 설정에 따라 바이패스 스태틱 스위치가 열리지 않는 경우 설치자는 전원이 상
위단 수준에서 분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 비상 전원 차단(REPO)은 버튼을
눌러 AC 입력 전원과 AC 바이패스 전원 회로 차단기가 열리도록 하는 설치에 적용
됩니다. 병렬 시스템의 경우 각각 UPS 장치에 연결되는 단일 일반 정지 버튼이 있어
야 합니다.
캐비닛에서 단자의 위치를 찾으려면 통신 케이블 개요, 페이지 37를 참조하십시오.
1. 단자 블록에서 와이어 점퍼를 제거합니다.

2. 일반 정지(통상 닫혀있음) 접점을 XMB06 단자 1과 2(SELV)에 연결합니다.
3. 케이블을 조입니다.

병렬 통신 케이블 연결
리던던트 병렬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케이블 연결 전에 UPS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최대 2개의 UPS 장치를 병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제공된 케이블(10m)은 두 대의 UPS 사이의 거리를 대략 6m 정도로 제한
합니다.
캐비닛에서 단자의 위치를 찾으려면 통신 케이블 개요, 페이지 37를 참조하십시오.
1. UPS1의 XMS02에서 UPS2의 XMS02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UPS1의 XMS03에서 UPS2의 XMS03으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UPS1의 연결부 XMS06에 파란색 터미네이터를 설치합니다.
4. UPS1의 XMS07에서 UPS2의 XMS06으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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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케이블 연결

5. UPS2의 연결부 XMS07에 빨간색 터미네이터를 설치합니다.

6. 제공된 보호 커버를 통신 케이블 위에 설치합니다.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케이블 연결 전에 UPS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최대 2개의 UPS 장치를 병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던던시 병렬 시스템에 4
개의 UPS를 연결할 수 있음).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제공된 케이블(10m)은 두 대의 UPS 사이의 거리를 대략 6m 정도로 제한
합니다.
캐비닛에서 단자의 위치를 찾으려면 통신 케이블 개요, 페이지 37를 참조하십시오.
1. 통신 케이블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XMS02와 XMS03 단자에 연결하여 모든
UPS 간에 루프를 만듭니다.
2. 통신 케이블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XMS06와 XMS07 단자에 연결하여 모든
UPS 간에 루프를 만듭니다.
3. UPS1의 연결부 XMS06에 파란색 터미네이터를 설치합니다.
4. UPS4의 연결부 XMS07에 빨간색 터미네이터를 설치합니다.
5. 외부 바이패스 단자 1, 3, 5를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연결합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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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바이패스 단자 1, 2, 4, 6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 2.5mm² 크기의 케
이블로 UPS의 XMS04와 XMS05 단자에 연결합니다.

7. 제공된 보호 커버를 통신 케이블 위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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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배터리 설치

외부 배터리 설치
선반에 Marine UPS 배터리 셀 잠금

주의
출하 시 설치용 – 전기 연결 해제 위험
아래 표시된 대로 쐐기를 설치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후면 쐐기는 선반에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셀 구성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쐐기 중 일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반 유형
위에서 본 모습(쐐기: 회색 부분)

UPS 정격 전
원

선반 유형별 설치 선반 개수
A

B

C

D

E

20 - 30kVA

3

1

0

0

0

40 – 60kVA

0

0

3

1

0

80 – 100kVA9

0

0

3

1

4

120kVA9

0

0

6

2

0

1. 배터리 공급업자가 제공한 문서에 따라 선반에 배터리 셀을 설치하십시오.
2. 후면 쐐기를 장착하십시오(20 - 30kVA만 해당).
3. 측면 쐐기를 장착하십시오.
4. 전면 쐐기를 장착하십시오.

배터리 케이블 연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PE 케이블을 배터리 캐비닛과 UPS에 먼저 연결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46

배터리 캐비닛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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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터리 캐비닛의 PE 케이블을 접지에 연결합니다.
2. UPS 배터리 차단기의 BAT- 및 BAT+ 단자의 배터리 케이블을 배터리 캐비닛의
배터리 차단기의 BAT- 및 BAT+ 단자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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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배터리 설치

빈 배터리 캐비닛 설치
배터리 회로 차단기 키트 설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

반드시 저전압 코일(MN 24 VDC)이 장착된 DC 회로 차단기로 배터리 회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

회로 차단기의 유형과 정격은 반드시 주어진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페이지 21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배터리 회로 차단기를 선택할 때에는 Schneider Electric으로 문의하십시
오. 여러 배터리 캐비닛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1개의 회로 차단기만 필요합
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보장하고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도 센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1. 회로 차단기 플레이트를 고정합니다(나사 4개).
2. XR1 단자를 고정합니다.
3. 온도 센서를 고정합니다.
4. 배터리를 배터리 회로 차단기에 연결한 후 보호 커버를 고정합니다. 조임 토크
는 6.5Nm입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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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과 배터리 셀 설치
참고: 배터리 캐비닛 조립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EN 620401 표준).
참고: 배터리 셀의 상단과 그 바로 위 선반 사이의 최소 간격은 150mm입니다.
1. 모서리 지지대를 고정합니다(지지대당 6개의 나사).
2. 각 선반을 배치합니다.
3. 각 모서리마다 두 개의 나사로 선반을 각각 고정합니다.
4. 각 선반에 배터리 셀을 설치한 다음 각 선반을 상호 연결하고 고정합니다.
5. 각 선반의 모든 배터리 조립부를 상호 연결한 다음 배터리 조립부 전체를 배터
리 회로 차단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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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배터리 설치

배터리 리모콘 연결

경고
장비 손상 위험
통신 케이블(SELV)의 최대 크기는 2.5mm²이고 총 길이는 100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외부 배터리 캐비닛 커넥터 XR1을 UPS 커넥터 XMB07에 아래 그림과 같이 연
결하십시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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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배터리 캐비닛 커넥터 XR1을 UPS 커넥터 XMD3에 연결하고 케이블을 페
라이트에 세 번 통과시킵니다.

990–5233E–019

51

20 - 120kVA 400V

타사 배터리 캐비닛용 배터리 회로 차단기 설치(옵션)

타사 배터리 캐비닛용 배터리 회로 차단기 설치(옵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이 배터리 회로 차단기 키트에는 모든 외부 배터리 캐비닛에 필수적인 저전압 코
일(MN 24 VDC)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회로 차단기는 타사 배터리 설
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고정대를 배터리 캐비닛에 장착하고 고정합니다.
2. 배터리 회로 차단기를 고정대에 놓은 다음 2개의 나사로 고정합니다.
3. 연결부 XR1의 지지대 플레이트를 캐비닛의 전면 수직부에 볼트로 조입니다.
배터리 캐비닛 하단 모습

4. XR1을 지지대 플레이트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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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터리 회로 차단기를 XR1에 연결합니다. 연결 케이블(2.5m)이 제공됩니다(N°
51031630).
6. XR1을 ATIZ 보드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캐비닛 측면 모습

7. XR1 단자 블록의 단자 1 ~ 4를 UPS에 연결하여 배터리 회로 차단기 QF1이 자
동적으로 열리고(예를 들어 비상 정지의 경우) UPS용 배터리 회로 차단기의 위
치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도록 합니다. 이 연결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장
치의 설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8. QF1 보호 커버를 회로 차단기와 그 연결부 위에 놓습니다.
배터리 캐비닛 측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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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배터리 캐비닛용 배터리 회로 차단기 설치(옵션)

9. 보호 커버를 나사 2개로 프레임에 고정합니다. 조임 토크는 6.5Nm입니다.
배터리 캐비닛 상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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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옵션)
개요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는 최대한 배터리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인클로저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위치한 잠금 러그를 사용하여 4개의 M8 나사로 수
직판에 장착합니다.
인클로저 도어는 두 개의 잠금 노브로 닫을 수 있으며 각 노브에는 키(405 유형)가
달려 있습니다.
절연 컨트롤러가 달린 인클로저는 표준 버전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크기만 다름) 절
연 컨트롤러는 인클로저 도어의 상단 부분에 위치합니다.
케이블은 315 x 90mm 크기의 통과부를 통해 인클로저의 하단 부분으로 빠져나옵
니다.
런타임이 최대 10분인 20–120kVA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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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옵션)

런타임이 10분을 초과하는 100–120kVA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연결 배선도

56

•

전원 케이블의 크기는 위 표에 나와 있습니다.

•

보조 케이블의 권장 크기는 1mm2 입니다(단자 수용 용량: 2.5mm2 ).

•

보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같은 경로에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케이블과 보조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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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UPS 정격

20 – 120kVA

100 – 120kVA

배터리 백업 시간

10분 이하

10분 초과

25 x 5mm 구리 단자
직경 8.2mm 구멍

32 x 8mm 구리 단자
직경 12.2mm 구멍

연결 대상

UPS
배터리
접지

32 x 10mm 구리 단자
직경 12.2mm 구멍
50 x 5mm 구리 단자 또는
8mm 나사 로드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 설치
1. 벽에 적당한 구멍을 뚫은 다음, 배터리/배터리 캐비닛에 최대한 가깝도록 벽에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를 장착합니다.
2. 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의 도어를 엽니다.
3. PE 단자를 PE에 연결합니다.
4. B- 및 B+ 단자를 배터리 B- 및 B+ 단자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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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회로 차단기 인클로저(옵션)

5. L- 및 L+ 단자를 UPS 전원 L- 및 L+ 단자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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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온도 모니터 설치(옵션)
1. 배터리 캐비닛에 온도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2. 온도 모니터를 UPS의 XMD3 커넥터에 연결하고 케이블을 페라이트를 통해 세
번 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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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모듈 설치(옵션)
동기화 모듈 개요
A. 케이블 타이 바
B. 케이블 인입구

동기화 모듈을 벽에 장착

1. 장착할 구멍 4개의 위치를 벽에 표시합니다. 수평이나 수직 장착 브래킷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4곳의 표시 위치에 구멍을 뚫어 플러그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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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화 모듈 인클로저를 구멍에 맞춰 벽에 대고 동기화 모듈 인클로저를 나사 4
개로 벽에 고정합니다.

권장 케이블 크기
12m 길이의 Sub D9/Sub D15(XF1/XF2에서 XFSY4/XFSY5) 케이블이 각 UPS에
제공됩니다.
아래의 4개 연선으로만 연결하기 핀 배치도를 사용하여 더 긴 케이블(최대 길이
150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

케이블 길이

권장 케이블

XF1/XF2에서 XFSY4/XFSY5

20m 미만

차폐 연선 케이블 AWG24

XF1/XF2에서 XFSY4/XFSY5

20m 초과

차폐 연선 케이블 AWG18

XR1 – XR3

모두

차폐 케이블 1.5mm²

케이블을 단일 UPS용 동기화 모듈에 연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동기화 모듈은 한 지점에만 접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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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모듈 설치(옵션)

1. 위의 그림에 따라 UPS 1의 전원 케이블을 동기화 모듈에 연결합니다.
2. 위의 그림에 따라 UPS 2의 전원 케이블을 동기화 모듈에 연결합니다.
3. 제공한 12m Sub D9/Sub D15 케이블을 UPS 1에 있는 SYNIN 보드의 단자
XFSY5와 동기화 모듈에 있는 COSS 보드의 XF2에 연결합니다.
4. 제공한 12m Sub D9/Sub D15 케이블을 UPS 2에 있는 SYNIN 보드의 단자
XFSY5와 동기화 모듈에 있는 COSS 보드의 XF1에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병렬 시스템의 동기화 모듈에 연결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동기화 모듈은 한 지점에만 접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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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1. 그룹 1의 모든 UPS 장치 사이의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들을 동기화 모듈과
연결합니다.
2. UPS 장치의 SYNIN 보드 사이에 제공한 12m Sub D9/Sub D15 케이블을 연결
하고, 마지막 UPS의 Sub D9/Sub D15 케이블을 동기화 모듈의 COSS 보드와
연결합니다.
3. 위의 1단계 및 2단계의 절차에 따라 그룹 2를 동기화 모듈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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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모듈 설치(옵션)

입력부 및 출력부
특성
허용 범위 위상, 중대한 오류, UPS 1 제어 및 UPS 2 제어 릴레이 접점은 최대 2A 전
류에 대해 최대 30W의 차단 용량(저항 부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 전압: SELV만.
접점은 비자극 상태로 표시됩니다.

출력
XM1 단자 1–6

UPS 1 제어

XM1 단자 7–12

UPS 2 제어

XM2 단자 1–6

허용 범위 내의 위상

XM2 단자 7–12

주요 경보

XM3 단자 7–8

유틸리티/주 전원이 UPS에 공급

XM3 단자 9–10

발생기 세트가 UPS에 공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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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외부 바이패스 설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설치된 모든 UPS 캐비닛의 전체 UPS 전력은 사용 가능한 바이패스 전력을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0kVA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설치
TNS

1. 케이블 정렬 순서를 해제하여 케이블을 위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준비합니
다.
2.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접지에 연결합니다.
3. 바이패스 케이블을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에서 UPS의 바
이패스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4. 바이패스 케이블을 AC 바이패스 전원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5. 부하용 케이블을 부하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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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바이패스 설치

6. AC 출력 케이블을 UPS의 출력 단자(N, L1, L2, L3)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참고: 통신 케이블 연결은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페이지
33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TNC

1. 케이블 정렬 순서를 해제하여 케이블을 위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준비합니
다.
2.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접지 및 중선선(PEN)에 연결합니다.
3. 바이패스 케이블을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L1, L2, L3)에서 UPS의 바이
패스 단자(L1, L2, L3)로 연결합니다.
4. 바이패스 케이블을 AC 바이패스 전원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L1,
L2, L3)로 연결합니다.
5. 부하용 케이블을 부하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L1, L2, L3)로 연결합
니다.
6. AC 출력 케이블을 UPS의 출력 단자(L1, L2, L3)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L1, L2, L3)로 연결합니다.
참고: 통신 케이블 연결은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페이지
33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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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400kVA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설치
TNS

1. 케이블 정렬 순서를 해제하여 케이블을 위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준비합니
다.
2. 외부 바이패스를 접지에 연결합니다.
3. 바이패스 케이블을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에서 UPS의 바
이패스 단자(N, L1, L2, L3)로 상단 케이블 인입구를 통해 연결합니다.
4. 바이패스 케이블을 AC 바이패스 전원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5. 부하용 케이블을 부하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
합니다.
6. AC 출력 케이블을 UPS의 출력 단자(N, L1, L2, L3)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
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참고: 통신 케이블 연결은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페이지
33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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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바이패스 설치

TNC

1. 케이블 정렬 순서를 해제하여 케이블을 위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준비합니
다.
2.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을 접지에 연결합니다.
3. 바이패스 케이블을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PEN, L1, L2, L3)에서 UPS의
바이패스 단자(PEN, L1, L2, L3)로 상단 케이블 인입구를 통해 연결합니다.
4. 바이패스 케이블을 AC 바이패스 전원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PE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5. 부하용 케이블을 부하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닛의 단자(PEN, L1, L2, L3)로 연
결합니다.
6. AC 출력 케이블을 UPS의 출력 단자(PEN, L1, L2, L3)에서 외부 바이패스 캐비
닛의 단자(N, L1, L2, L3)로 연결합니다.
참고: 통신 케이블 연결은 외부 바이패스를 사용하는 병렬 시스템, 페이지
33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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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UPS 적응 계기용 변압기 설치

20 - 120kVA 400V

Marine UPS 적응 계기용 변압기 설치
변압기 사양은 변압기, 페이지 19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과열 위험
•

변압기가 작동 중일 때 변압기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

변압기 받침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변압기 공급업자가 제공한 문서에 따라 변압기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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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변압기 사양은 변압기, 페이지 19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변압기 캐비닛은 반드시 UPS 캐비닛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동일한 UPS 설치에서 서로 다른 벡터 그룹에 속한 서로 다른 크기의 변압기를 설
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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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단일 시스템 변압기 구성 옵션
입력에 연결된 단일 변압기
상위단: TT, TN 또는 IT 시스템
하위단: 분산 중성 포함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출력에 연결된 단일 변압기
상위단: TT, TN 시스템
하위단: 분산 중성 포함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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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출력 및/또는 1 또는 2개의 소스에 연결된 변압기
상위단: TT, TN 또는 IT 시스템
하위단: 분산 중성 포함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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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병렬 UPS 시스템 변압기 구성 옵션

경고
장비 손상 위험
UPS 시스템을 켜기 전에 UPS의 N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UPS 출력이 아래
도표에 표시된 대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Schneider Electric
이 제공하지 않는 추가 케이블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최대 4개의 UPS와 변압기가 병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올바르게 접지
되어야 합니다.
•

동일한 저항,길이 및 크기를 가진 전원 케이블을 사용해야 동일한 기능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상위단 회로 차단기를 선택하려면 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페이지 70
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2개의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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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병렬로 연결된 4개의 UPS

입력 절연 변압기 설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먼저 PE 케이블을 변압기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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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1. 케이블을 변압기 입력 단자(L1, L2, L3)에서 유틸리티/주 전원으로 연결합니다.
변압기의 입력 단자

2. 입력 변압기 단자에서, 변압기에 대한 입력 측의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 연결을 수행합니다.
a.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38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3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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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b.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0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00V

c.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2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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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3. 사용자의 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 단일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용 AC 입력 변압기: 입력 단자의 L1, L2, L3
을 UPS 바이패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변압기 출력 단자(L1, L2,
L3)에서 UPS 바이패스 단자(L1, L2, L3) 및 PE로 연결합니다.
b.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용 AC 바이패스 변압기: 케이블을 변압기 출
력 단자(L1, L2, L3, N)에서 UPS 바이패스 단자(L1, L2, L3, N) 및 PE로 연
결합니다.
c. 이중 유틸리티/주 전원 시스템용 AC 입력 변압기: 케이블을 변압기 출력
단자(L1, L2, L3)에서 UPS 입력 단자(L1, L2, L3) 및 PE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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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변압기의 출력 단자

참고: 중성선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력 절연 변압기 설치

위험
감전, 폭발 또는 아크 플래시 위험
먼저 PE 케이블을 변압기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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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1. 케이블을 변압기 입력 단자(L1, L2, L3)에서 UPS 출력 단자(L1, L2, L3) 및 PE
로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N을 제거합니다.
변압기의 입력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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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kVA 400V

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2. 입력 변압기 단자에서, 변압기에 대한 입력 측의 사용 가능한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 연결을 수행합니다.
a.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38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380V

b.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0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00V

c.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20V: 표시된 대로 단자를 상호 연결합니다.
변압기 입력 케이블 상호 연결— 유틸리티/주 전원 공급 전압 4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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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 변압기 설치(옵션)

20 - 120kVA 400V

3. 케이블을 변압기 출력 단자(L1, L2, L3, N)에서 부하로 연결합니다.
변압기의 출력 단자

4. 병렬 시스템 출력 변압기의 경우: UPS 출력 단자 간에 N을 병렬 연결하고 UPS
의 출력을 병렬 연결합니다. 세부 사항은 병렬 UPS 시스템 변압기 구성 옵션,
페이지 73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Schneider Electric이 제공하지 않는 추가 케이
블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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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 Electric
35 rue Joseph Monier
92500 Rueil Malmason
France
+ 33 (0) 1 41 29 70 00
www.schneider-electric.com
표준, 사양 및 설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출판물에서 제공하
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당사로 문의하십시오.

© 2013 – 2018 . All rights reserved.
990–5233E–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