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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르그랑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TTENTION 
UPS운전전 동봉된 설명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UPS는 가정 및 산업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블럭도는 UPS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주요 모듈은 아래와 같습니다: 
• PFC 제어 회로가 내장된 AC-to-DC 파워컨버터(정류기)
• 고주파(high frequency)DC-to-AC 인버터
•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intelligent battery charger)
• DC-to-DC 퓌시/풀 컨버터 콘트롤 회로(push/pull converter control circuit)
• 스테틱 바이패스 루프(static bypass loop)
• 입,출력단의 EMI 필터

1.1 매뉴얼의 사용(Use of the manual) 

본 매뉴얼은 건조, 안전하며, 참고 용이한 곳에 늘 보관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UPS가 시장에 나올 때는 중요한 부품은 가장 최신기술을 반영하며, 
책자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또한 관련 표준 또는 제품에 대한 Update가 
예상되더라도, 미 반영된 매뉴얼 내용이 불적절하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매뉴얼은 http://www.ups.legrand.com 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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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설치 매뉴얼은 제공된 장비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장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잘 유지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손상이 부분적으로라도 발생되어 참고를 못 할 
경우) 사용자는 표지에 있는 발행 코드를 인용하여 새로운 복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1.2 보증 
보증의 조건은 UPS가 판매되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르그랑 현지 영업 
담당자와 보증 유효성과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제조자는, 모든 다음 원인에 의한 고장/손상인 경우, 직•간접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치 및 사용자 매뉴얼” 대로 운용되지 않았을 경우 

- 설치 설명서의 내용을 읽지 않아,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운용된 경우 

- 설치된 지역의 통용되는 특정 법을 위배하면서 사용 

- 제조자의 서면확인 없이 장비, 프로그램, 운용로직이 변경된 경우 

- 비공인 요원에 의한 무단수리 

- 고장/손상 : 고의 또는 부주의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원인/자연현상(번개, 

홍수,화재…)등, 

. 
1.3 복제권 

본 매뉴얼 내용은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또는 
부분, 모든  중복 , 복제 , 사진촬영에 의한 획득 , 또는 기타 전자적인 방법 
등은, 제조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 하는 한, 저작권  위반이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GRAND®는 인쇄물의 재산권을  보유하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체  또는 
부분  복제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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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시 주의사항

본 섹션에서는 UPS의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시 항상 지켜야 할 중요한 안전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UPS는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설치 규정을 준수, 설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설치
및 사용은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치전 지침을 읽어, 숙지후, UPS설치 위치를 구체화 하며, 필요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 분해, 개조, 수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르그랑 UPS는
르그랑으로 부터 교육.훈련 및 공인된 인원에 의하여 개봉,수리되어져야 합니다.
무단 개봉,수리는 보증에 의한, 모든 의무 및 권리 취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르그랑 상표의 부속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포장 개봉중 육안에 의한 손상이 제품에서 발견 된 경우, UPS설치를 중단하시고,
UPS를 재포장하여, 구입한 판매업체 또는 대리점에 반환하십시오.

• UPS동작전 또는 부하장비 연결전, UPS가 올바르게 접지 된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하량 전원은 UPS의 후면 라벨에 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UPS의 On/Off버튼을 전기적으로 내부 부품을 차단하지 않으므로, 필요 시, 전원
소켓으로 부터 UPS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교체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으므로, UPS를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뽑혀있어도, 감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 UPS를  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필요시, 수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구입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메인 전원 소켓에 가깝게 UPS를 설치하십시오.

• 본 UPS출력에 非컴퓨터 관련 장비(의료, 생명유지, House-electric기기…등)를 연결 하지
마십시오.

• 레이저 프린터는 초기동작전류가 많이 필요하므로 본 UPS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UPS는 자체내부에 에너지소스(배터리)가 있으므로, UPS가 AC전원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Switch-on인 경우는, 출력소켓에 치명적인 전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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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의 내부의 배터리는 사용자가 교체 할 수 없으며, 배터리의 교체는
권한이 있는(전기 위험 취급 자격)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CAUTION: 배터리에는 전기충격 및 높은 단락전류 위험이 있으므로,
배터리 작업시 다음의 주의사항이 준수되어져야 합니다: 

a) 반지, 시계, 목걸이 또는 모든  금속 물체를 제거합니다.

b) 절연 손잡이가 달린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 .

c) 고무  장갑과  장화 착용후, 배터리작업을 하십시오 .

d) 배터리 위에 공구 나 금속  부품을 놓지 마십시오.

e) 배터리 단자를 연결( or 분리하기 )하기 전, 분리하기 전에 충전 소스를 분리합니다.

f) 배터리가 실수로 접지되었는지 확인하며, 실수로 접지된 경우;

그라운드 소스를 제거합니다. 접지 된 배터리에 접촉이 되면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 및 유지.보수(접지 회로를 구비하지 않은 장비 및 원격 배터리 

공급 장치)중에 접지가 제거되면 이러한 충격(shock)가능성이 감소됩니다. 

CAUTION: 배터리가 폭발 할 가능성이 있으니, 화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CAUTION: 배터리를 뜯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흘러나오는 전해질은  피부와 눈에 해로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UPS의 입.출력 연결 단자에는 높은 전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압과의 접촉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응급시, 즉시 Off 버튼을 눌러 UPS동작을 멈추며, AC 메인 전원 코드를 분리, 전기적
으로 차단 시킴니다.

• 액체류 및 이물질이, UPS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UPS는 실내,환기제어가 되는 곳( 온도:0°C/+32°F ~ 40°C/+104°F, 습도:20%~80%
非응축 )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불꽃(sparks), 연기, 유해가스 또는 물기와 습도가 많은 곳에 UPS를 설치하지 마시며,
먼지, 부식성, 염분 성분의 환경은 UPS에 손상을 줍니다.

• 손상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염과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로부터
UPS를 멀리 유지합니다.

• UPS의 전원플러그를 자체 출력 소켓에 꽂지 마십시오.

• UPS에 파워스트립(strip) 또는 서지 Suppressor(흡수기)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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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동작시 발생되는 열의 순환을 위해 통풍구를 막지 않아야 하며, 또한 UPS 후면
패널은 벽이나 장애물에서 20cm거리(공간)를 확보해야 합니다.

• 태양의 직사광선 및 발열체(히터 or용광로)에 직접 노출은 피하십시오.
• 청소하기 전에 UPS의 플러그를 뽑고 액체 또는 스프레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강한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장비 가까이에 놓지 마시며, 또한 전자기파에 예민한 장비

(각종엔진,플로피디스크,스피커,어댚터,모니터,비디오 등)와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본 장비는 카테고리 C2의 UPS 제품이며, 주거 환경에서는, 제품의 사용자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전자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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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3.1 패키지 내용 

표준 패키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설치매뉴얼; 

- 2 x IEC 규격 출력(output) cable; 

- 1 x IEC 규격 입력(input) cable; 
- 1 x USB communication cable;    
- 타워 및 랙(tower/rack)타입用 액세서리 키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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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워 타입 설치법 

3.2.1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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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PS + battery cabinet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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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랙 타입 설치법 

INDICATION 
아래와 같이 패키지키트에 포함된 설명서대로, 랙지지 브래킷 키트(310952)를 
이용, 랙 타입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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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후면부(Rear panel) 

1. 비상전원 Off[Emergency Power Off(EPO)]用 무전압 접점 신호 접속구
2. USB 접속포트
3. RS-232 접속포트
4. 냉각팬(Cooling fans)
5. 외부배터리 연결구[External battery connector]
6. SNPM 접속슬롯(slot)
7. 교류 입력 연결소켓(AC input connection outlet)
8. 입력차단기(Input thermal breaker)
9. 출력차단기(Output thermal breakers)
10. IEC 타입 10A 출력소켓(outlets)
11. IEC 타입 16A 출력소켓(outle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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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치 절차 

WARNING 
UPS설치 前에, 2장에 있는 안전지침을 숙지바랍니다. 

1. 냉각팬이 방해되지 않도록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UPS의 설치

위치를 감안합니다 :

2.해당 소켓에 공급된 IEC타입의 입력 및 출력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3.관련 부하 장비의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IEC 타입의 출력 

케이블에 부하를 연결합니다. 

4.적절한 전압,전류의 메인 전원 소켓에 UPS입력 케이블을 꽂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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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

4.1 Control Panel 

4.1.1 LCD Panel 

Item Description 
LCD표시창 

지속, 평탄 그린 LED는, 메인입력 전압 
이 정상 범위(160V~288V)내에 있음을 
의미 하며 반면, 깜박거리는 LED는 메인 
입력 전압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경우 
(120V~159V)를 의미합니다. 
그린 LED는 출력 소켓(1&2)이 정상 임 
을 의미합니다. 
깜박거리는 그린 LED는 UPS가 Bypass 
모드임을 의미하며 한편, 지속, 평탄 
그린 LED는 UPS가 ECO모드임을 나타 
냅니다. 

異常有無를 나타내는 알람 LE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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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On 및 버저소음 제거用 

파워 Off

특수기능 접속用 

다음화면 선택用 

이전화면 선택 및 셋팅 변경用 

셋팅 변경 확정用 

4.1.2 Display description 

Sign Description 

바이패스 고장(Bypass Fault) 

메인전원 입력고장(Utility Input Fault) 

오결선에 의한 문제(Site wiring Fault) 

버저 음소거(Buzzer Silent) 

과부하(Overload) 

점검운전 모드(UPS Service mode)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르그랑에 연락을 
하십시오) 

알람(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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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흐름도(UPS operation diagram) 

3자리수 측정표시( 3-Digit 
Measurement Display ) 
측정내용 표기 
(Indicates the measured item) 

배터리 고장(Battery fault) 

배터리 충전상태 낮음(Battery low) 

배터리 테스트 중(Battery test) 

4.2 운전모드 

UPS 운전모드 LEDs 버저(Buzzer) 

정상운전 중 
(NORMAL MODE) 

안전상태(steady)

 ,  , 
음소거(No sound) 

충전 중 
(STORED ENERGY MODE) 

안전상태(steady)

, , 
매초 마다 ”비”사운드 
(Beep every second) 

바이패스모드(BYPASS MODE) 
(4.7 절 참조) 

안전상태 , , 

깜박임(blinking)

매 2초 마다 ”비”사운드 
(Beep every two seconds) 

ECO MODE 
부하단은, 내부의 자동 

바이패스 회로를 통해, 메인 
전원에서 직접 공급되며,이 
경우 출력전압과 주파수는 
메인입력 전원과 동일 

안전상태(steady)

,  ,  , 
음소거(No sound)

CF 50/60 
50Hz(or 60Hz)으로 출력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 

안전상태(steady)

,  , 
음소거(No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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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운전 절차 (Start-up procedure) 

4.3.1 정상운전모드 (Normal mode): 
1. 입력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On”하십시오.
2. UPS 입력 케이블을 메인 소켓에 꽂으십시오.
3. UPS가 5 초 안에 “대기 모드”로 전환되며, 입력 전압이 허용 범위 내에 있고

환기팬이 회전 할 경우  그린 LED 는 불이 켜집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작동 
중이나, 부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안으며, 디스플레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4. 버저음이 두 번 울릴 때까지 On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그린 

LED 가 켜지며, 디스플레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5. 이로서, 시운전(Start-up)절차는 완료되었으나, 배터리가 만(Full)충전인지 또는
최소 4시간 이상 충전을 시켰는지 확인 후 부하를 연결하십시오. 

4.3.2 콜드스타트(Cold start): 

1. 내장 배터리 또는 외장 배터리 캐비닛이 UPS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2. 버저음이 두번 울릴 때까지 On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 그런 다음 키를 
놓으면, 디스플레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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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다시, 부저음이 두번 울릴 때까지 On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두 번째 
키 확인이 10초 내에 되지 않으면, UPS는 콜드스타트(Cold start)를 수행 하지 
않고 10 초 후에 종료(Shut off)됩니다. 
4. 두 번째 키 확인 후 몇 초 후에 UPS는 저장된 에너지 모드로 켜지고 부하 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알람 LED 와 그린 LED 가 켜집니다. 간헐적인 
음향 알람이 들리며, 디스플레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5. 이로서, 시운전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UPS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백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INDICATION 
출력주파수는 UPS가 삿다운(Shutdown)되기 전의 입력주파수와 동일합니다. 
기본값은 50Hz이지만, UPS삿다운(Shutdown) 이전에, 입력주파수가 60Hz이면 
콜드스타트 이후의 출력주파수는 60Hz가 됩니다. 

4.4 삿다운(Shutdown) 

1. 버저음이 두번 울릴 때까지 Off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 

2. UPS는 부하에 전원공급을 중단하고 대기(standby)모드로 전환, 그린 LED

는  꺼지나, 환기 팬은 계속 회전합니다. 
3. 입력전압이 남아있는 경우,벽 콘센트에서 UPS 플러그를 뽑으시면,10 초 후에

환기팬이 작동을 멈추고 UPS가 완전히 꺼집니다. 

4.5 UPS 측정(Measurements) 

UPS가 켜지면 Up  키나  Down   키를 눌러 UPS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C 입력 전압; 
-  AC 입력 주파수; 
-  출력 전압; 
-  출력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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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Load)백분율; 
-  출력 전류; 
-  배터리 전압; 
-  배터리 백업; 
-  UPS 내부 온도. 

4.6 UPS settings 

UPS가 켜지면 Function 키를 눌러, UPS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파라미터는 Down  키를 눌러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 

UPS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동안 두 가지 파라미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 
(Parameter) 세팅(Setting) 표시(Display) 

버저(Buzzer) 

ON 

OFF 

배터리 테스트 
(Battery Test) 

OF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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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기능(Function)  키를 누르면 버저 설정이 표시됩니다. 

-  Up 키를 눌러, On 또는 Off를 선택하십시오. 

-  기능(Function) 키를  눌러 선택을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테스트는 배터리의 최상 동작상태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 될 수 있으며, 
테스트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고 메인 전원 가용하며, UPS가 부하에 전원 
공급 중에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기능(Function)  키를 누르고 ; 

-  Down  키를 눌러 배터리 테스트 설정을 표시하십시오 ; 

-  Up 키를 눌러 On을 선택하십시오. UPS는 배터리(Stored energy)모드로 
10 초 동안 전환합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부하에는 항상 전압 강하없이 
전원이 공급됩니다. 

-  테스트가 끝나고 UPS가 알람 코드없이 정상 모드로 다시 전환되면,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고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설정을 변경하려면 UPS는 대기(Standby)모드 이어야 하며, 이 경우 
부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UPS를 켜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설정 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UPS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버저가 두 번 울릴 때까지 On  키 와 Down  키를 약 3 초 동안 
동시에 누르십시오. LCD는 다음 표 "버저(Buzzer)"에 표시된 첫 번째 설정을 
표시합니다;

-  Down  키를 누르면 모든 다른 설정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  버저 및 배터리 테스트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설정은 Up  키를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을 변경 한 후 "End"화면으로 스크롤 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하십시오 ; 

-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만, 최소한 30 초 동안 메인 전원에서 UPS플러그  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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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Parameter) 세팅(Setting) 표시(Display) 

버저 
(Buzzer) 
(※본 

절차에서는 설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On 

Off 

배터리 테스트 
(Battery Test) 

(※본 
절차에서는 설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Off 

바이패스 전압 
범위   

(Bypass Voltage 
range) 

Low영역 

(바이패스 전압범위는 선택된 
출력전압의 ±15%로 

설정됩니다) 

High영역 

(바이패스 전압범위는 선택된 
출력전압의 ±10%로 설정 

됩니다)

바이패스 
주파수 범위

 (Bypass 
Frequency range)

± 1 Hz 
± 3 Hz 

(정상 작동중 바이패스 
주파수가 설정치를 초과하면 
UPS는 배터리모드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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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전압 
(Output Voltage) 

200 V 
208 V 
220 V 
230 V 
240 V 

운전모드 
(Operating Mode) 

정상모드(Normal mode) 

온라인 이중변환 
(on-line, double conversion) 

ECO Mode 

CVCF 50Hz 

CVCF 60Hz 

출력 전압 조정 
(Output Voltage 

adjustment)

0 % 
- 1 % 
- 2 % 
- 3 % 
+ 3 % 
+ 2 % 
+ 1 % 

정상 작동중 출력 전압이 
원하는 값보다 약간 높거나, 
낮으면 본 설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2 



  3 101 70 – 3 101 71 – 3 101 72

절차상 최종 
화면 

(End Screen)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 

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INDICATION 

UPS가 하나 이상의 배터리 캐비닛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UPS 설정 도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배터리 스트어링의 수와 단일 배터리 Ah의 값을 설정 
해야합니다.  

1)Daker DK Plus(1kVA:310170)은 1개*7.2Ah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2)Daker DK Plus(2kVA:310171)은 1개*7.2Ah 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3)Daker DK Plus(3kVA:310172)은 1개*7.2Ah 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4)Daker DK Plus(1kVA:310660–310665)용 배터리 캐비닛은 2개*7.2Ah 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5)Daker DK Plus(2kVA:310661–310666)용 배터리 캐비닛은 2개*7.2Ah 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6)Daker DK Plus(3kVA:310662–310667)용 배터리 캐비닛은 2개*9Ah 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7) 그러므로, 1*UPS + 1*Battery cabinet 조합은 3개*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8) 1*UPS + 2*Battery cabinet 조합은 5개*배터리 스티어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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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ettings shortcuts 

Shortcut에는 2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 바이패스모드(Bypass Mode): 

UPS가 정상(온라인, 이중 변환)모드 일 때 On  키와 Up  키를 약 3초 
동안 동시에 눌러, 버저가 2번 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UPS는 정상모드에서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되며, 이 모드에서는 바이패스 LED 가 
깜박이고 버저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립니다 . 버저음이 2번 울릴 때까지 

On 키와 Up 키를 동시에 눌러 정상모드로 돌아갑니다. 

- 경제적모드(Eco Mode): 

UPS가 정상(온라인, 이중 변환)모드 일 때 Up  키와 Down 키를 약 
3초 동안 동시에 눌러, 버저가 2번 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UPS는 

정상모드에서 에코모드로 전환되며, 이 모드에서는 바이패스 LED 가 

켜집니다. 버저 음이 2번 울릴 때까지 Up   키와 Down  키를 동시에 
눌러 정상모드로 돌아갑니다. 

4.8 전원 비상 차단 (EPO) 

즉각적인 UPS정지를 할 수 있는 외장의 노말 클로즈 접점이 있습니다. 

EPO터미널은 UPS의 후면에 있으며 UPS운전 기능 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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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통신기기 (Communication devices) 

UPS에는 RS232 직렬포트 1개, USB포트 1개 및 SNMP슬롯 1개가 있습니다.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한 번에 하나의 통신 인터페이스로 UPS와 통신 가능합니다. 

1)옵션적인 통신카드(Optional interface card);
2)USB;
3)RS232.

다음 그림은 RS232 및 USB 인터페이스의 핀 배치를 보여줍니다 : 

Pin 3: RS-232 Rx 
Pin 2: RS-232 Tx 

Pin 5: Ground 

웹 사이트 http://www.ups.legrand.com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시 모든 작업 및 진단 데이터 표시 (UPS 커뮤니케이터); 

- 특수 기능 설정 (UPS 설정 도구). 즉 UPS에는 덜 중요한 부하에 대해 2개의 

事前 프로그래밍 가능한 출력이 있습니다. 이 소켓은 더 중요한 부하의 전원 

공급을 위해 배터리모드 동안 비활성화되거나,전원공급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로컬 컴퓨터  자동 종료.(UPS UPS 커뮤니케이터). 

Pin 1: VCC (+5V) 
Pin 2: D－ 
Pin 3: D＋ 
Pin 4: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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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처리요령

장애내용(Indication) 진단(Diagnostic) 처리요령(Solutions) 

에러(Fault)LED 

표시창에 나타난 에러 

코드를 읽어, 고장 

내역을 확인 하세요 ! 

( 28page의 Error code 

table참조 ) 

Er05, Er39 

간헐적인 음향 경보 

배터리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 연결이 올바르게, 충전 및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키 위해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며, 필요시 
8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UPS가 백업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메인 전원을 Off시켜 확인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지역 
의 대리점에 서비스 요청하십시오. 

Er12 

연속적인 음향 경보 

과부하가 해소 될 때까지 UPS 
출력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하들을 
분리합니다.  
또한 절연 파괴에 의한 케이블들 
사이에 단락이 있는지 확인후, 
필요시 전선을 교체하십시오.  

현장의 

 와이어링/접지 문제 

메인 전원의 "L" 및 "N"상이 올 
바른지, 만약 아니면, 180° 돌려 
다시 꽂으십시오. 
또한 접지-중성(Ground-Neutral) 
전압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지 확인 
하십시오. 

Er11, Er14 

간헐적인 음향 경보 

환기팬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필요 시 해당 지역의 르그랑 
대리점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기타 다른 에러 코드 

“Error code table”을 참조하시고 
문제가 지속 시, 해당 지역 르그랑 
대리점에 문의하시어 기술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UPS가 배터리 백업 
(backup)을 못하거나, 
백업시간이 예상 보다  
짧을 경우 

- 
충전 8시간 후에도, 백업시간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해당 지역 
르그랑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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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는 정상이지만, 
부하 공급을 위한 
출력이 없을 경우 

- 

모든 파워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역 
르그랑 대리점에 서비스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부하에 연결된 기기를 
켤(Switch on)때, UPS 
가 배터리모드로 전환 
되었다가, 다시 노말 
모드로 환원되거나, 
또는 UPS가 배터리 
및 정상모드로 반복 
해서 변환하는 경우 

- 

파워 스트립(power strip)이 UPS에 
연결 될 수 있사오니, 이것을 사용 
하지 마세요.  
주 전원의 벽 콘센트 또는 코드 
플러그에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 
하시고, 필요 시 교체 하십시오.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역 
르그랑 대리점에 서비스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이상소음 또는 냄새 
(Strange noise or smell) 

- 
즉시 전체 시스템을 삿-다운 후, 
UPS에서 메인 전원을 분리하고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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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code table 

ERROR CODE MEANING 

Er05 배터리가 약하거나 고장(Battery weak or faulty) 

Er06 출력이 단락됨(Output short-circuited) 

Er07 비상전원 Off(EPO)모드 

Er11 UPS가 과열(over-temperature) 

Er12 인버터 과부하(Inverter overload) 

Er14 환풍팬이 고장(Fans out of order) 

Er28 바이패스 과부하(Bypass overload) 

Er39 UPS의 Start-up시, 배터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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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 및 해체

6.1 보관 
UPS는 0°C (+ 32°F)와 + 50°C (+ 122°F) 사이의 온도 및 습도 90%미만(비 응축)의 실내 
환경에서 저장해야 합니다. 
UPS의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는 밀봉된 납/산이며, 유지.보수가 필요(VRLA) 하지 않습니다. 
3개월마다 12시간 이상 UPS후면 패널에 있는 입력 차단기를 전환, 메인 전원장치에 
UPS를 연결,내장된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하며, 또한 주위 온도가 +25°C(+77°F)이상이면, 
매 2달 마다 본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CAUTION 
배터리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방전 된 상태로 UPS가 보관되면 안되며,또한 르그랑은 
올바르지 않은 보관에 의해 손상,또는 오동작이 UPS에 발생 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 해체 

DANGER 
해체 및 폐기 작업은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 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전자유해 폐기물(배터리)처리에 관한 각기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이 지침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UPS가 사용된 경우는 엄격하게 국가에서 시행되고있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쓰레기처럼 UPS장비 부품을 버리지 마세요. 
배터리는 유독성 폐기물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처리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통상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허용되지 안으므로, 적절한 절차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과 
상의 하세요. 

WARNING  
배터리는 높은 단락 전류의 감전 위험이 존재하므로,배터리 작업을 할 때는,2장에 언급된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며, 반드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 후, 다양한 종류의 
본 UPS부품을 분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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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분이 제거되고 나면 , 본 장치가  해체되는 국가에서 적용하는 처리  방식에 
의거 , 부품들을 , 즉, 금속은  플라스틱, 구리 등으로부터  분리. 발취하셔야 합니다. 

폐기장으로 가는 동안 저장해야 하는 경우는 ,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토양과 지하수 
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  매개체(특히  납과 배터리의 전해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 부품  처리를 위해 , 관련 분야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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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적특성
3 101 70 3 101 71 3 101 72 

General characteristics 
유효파워용량 (VA) 1000 2000 3000 

무효파워용량 (W) 900 1800 2700 

동작 타입 on-line 이중 변환, VFI-SS-111 

출력파형(Waveform) 정현파(sinusoidal) 

바이패스(Bypass) 
(내부 자동바이패스) Internal automatic bypass 
(외장의 유지.보수용)External maintenance bypass (옵션) 

변환시간 AC to DC 0 ms 

Input characteristics 

Input Connection 10 A, 
IEC 320-C14 

10 A, 
IEC 320-C14 

16 A, 
IEC 320-C20 

정격입력전압 230 V 

혀용입력전압 AC160 V ~ 288 V (full load 일 경우) 

정격입력주파수 50 / 60 Hz ± 5 Hz 

최대입력전류 6,8 A 13,6 A 20,0 A 

총 왜곡율(입력전류) THDi < 3% 

입력파워역율 ≥ 0.99 (with full linear load) 

상(phase)수 단상(Single phase) 

Output characteristics 

출력소켓(Outlets) 
(6) 10 A, 

IEC 320-C13 
(6) 10 A, 

IEC 320-C13 

(6) 10A, 
IEC 320-C13 

+ 
(1) 16A 

IEC 320-C19 

정격출력전압 
230 V ± 1% 

조정가능(adjustable to) 200/208/220/230/240 V 

정격출력주파수 50 / 60 Hz ± 0,1% 

픽크(Crest)펙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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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왜곡율(입력전류) 
< 3% (100% 리니어 부하인 경우)

< 7% (100% Non-liner load인 경우) 
효율(Efficiency) ~90% ~ 91% ~ 92% 

과부하 지속 시간 

(Overload capacity) 

105%에서 지속 
120%에서 30초 
150%에서 10초 

출력 위상(phases) 수 단상(Single phase) 

Batteries and battery charger characteristics 

배터리 수량 3 6 6 

배터리 타입 무보수  실드 납  축전지 
(Lead-acid sealed without maintenance // VRLA) 

Unitary capacity 12 Vdc - 7.2 Ah 12 Vdc - 7.2 Ah 12 Vdc - 9 Ah 
정격 배터리 전압 36 Vdc 72 Vdc 72 Vdc 

백업시간 
(with 50% linear load) 

> 10 min > 10 min > 8 min 

배터리 백업 확장 가능 

최대 충전전류 2.1Adc 1.5Adc 1.5Adc 

충전시간 (to 90%) 4 시간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creen and signalling 실시간 UPS상태와 주요 파라미터의 제어를 위한 
6개 푸시버튼 및 4개의 LED 

통신포트(Communications) 
RS232및 US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용 커넥터 

소프트웨어(Software) 

본 소프트웨어(Windows 및 Linux환경에서)는 다음을 
위해 사용 할 수 있음:  

 -문제가있어, 모든 기능 및 진단 데이터를 Display 
할 때;  

 -특수기능 설치 할 때; 

www.ups.legrand.com website로 부터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능(Protections)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한 보호 
백피드(Backfeed) 
비상전원 Off(EPO) 

과열에 따른 보호(Over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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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characteristics

치수 [W x H x D(mm)] 440 x 88 (2U) x 
405 440 x 88 (2U) x 600 

무게(kg) 16 29,5 30 
Environmental conditions 

운용환경 온도 
(Operating temperature) 

0 ºC ~ 40 ºC 
(+32 ºF to +104 ºF) 

운용환경 습도 
(Operating relative humidity) 

20% ~ 80% (응축전) (non-condensing) 

보관온도 
(Storage temperature) 

0 ºC ~ 50 ºC 
(+32 ºF to +122 ºF) 

동작 Noise수준(at 1 m) < 50 dB 
IP code IP 21 
발열량 
Heat dissipation (BTU/h) 

490 654 818 

Reference directive and standards 

안정성(Safety) 2014/35/EU Directive 
EN 62040-1 

전자파 적합성(EMC) 2014/30/EU Directive 
EN 62040-2 

성능성(Performance and test 
requirements) 

EN 6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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