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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정보 
미연방 통신 위원회 전파 방해 성명서: 이 제품은 FCC 규정 15장에 의거해 Class A 디지털 기기 

제한 사항 규정을 준수하도록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장치가 상업 환경에서 

동작할 시 유해한 간섭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의 동작 

및 사용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 설치 및 사용

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본 장비의 

동작은 간섭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FCC 경고: 규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은 본 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경고:거주 지역에서 이 장비의 동작은 무선 통신에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카테고리 C2 UPS 제품입니다. 주거 지역 환경에서 제품은 사용자

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무선 통신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전류가 16A 이상인 경우,간접 환경 설치 제한 내에서 상업 및 산업 환경을 위한 제품이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장비는 FCC 규정 15장을 준수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으로 동작합니다. 

(1)장비가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원치 않는 동작을 야기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해 수신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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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Statement 

이 기기는 업무용 (A 급 )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

며 ,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oHs 

이 제품은 RoHS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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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온라인 등록 

당사의 온라인 지원 센터에 제품 등록을 하십시오: 

인터내셔널 http://eservice.aten.com 

 

 

전화 연결 지원 

아래의 번호로 전화 연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터내셔널 886-2-8692-6959 

중국 86-400-810-0-810 

일본 81-3-5615-5811 

한국 82-2-467-6789 

북미 1-888-999-ATEN 내선 4988  

1-949-428-1111 

 

사용자 주의 사항 

본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기록 그리고 사양은 제조사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제조사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진술 및 보증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

한 시장성과 적합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모든 제조자

의 소프트웨어는 구매했거나 허가 받은 것입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결함이 있을 경우, 바이어 

(제조자가 아닌 유통업자 또는 중개인)가 필요한 서비스, 수리 및 소프트웨어에 결함으로 발생한 

부수적 또는 파생적 피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 시스템의 제조사는 이 장치에 인증되지 않은 수정에 의해 야기된 라디오와 TV 모두에 대한 

전파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파 방해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

다. 

 

제조사는 올바른 동작 전압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시스템의 운영에 발생하는 어떠한 손

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 전 전압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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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UPS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X 온라인 UPS 

◆ 1 X 랙마운팅 키트 

◆ 1 X 레일 슬라이드 키트 

◆ 1 X RS-232 케이블 

◆ 1 X Type A to B 케이블 

◆ 4 X 전원 케이블 (HV 모델에만 1xIEC C13/C14+1xIEC C13/ Schuko+1xIEC C13/UK+1xIEC 

C13/AU(10A)) 

◆ 1 X 타워 스탠드 세트 

◆ 1 X 사용자 설명서* 

 

*이 매뉴얼이 인쇄된 이후 UPS에 기능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TEN 웹사이트를 방문

해 최신 버전의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빠진 구성품이 없고 운송 중 제품이 손상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제품과 제품에 연결된 장치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 설치와 동작 순서를 따라 하십시오. 

 

 

 

 

 

 

 

 

 

 

© Copyright 2020 ATEN® International Co., Ltd. 
2020-09-17 

 

ATEN과 ATEN 로고는 ATEN International Co., Ltd. 의 등록 상표이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다른 모든 

상표와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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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에 대하여 

본 사용자 설명서는 사용자가 UPS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설치, 

설정 및 동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서 상의 정보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에 제공됩니다. 

 

1장, 소개에서는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를 소개합니다. 장치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을 안내하며 앞

면과 뒷면 패널 구성을 설명합니다. 

2장, 하드웨어 설치에서는 장치를 설치하는 단계별 순서와 연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장, 일반 동작에서는 장치의 일반적인 동작을 설명합니다. 

4장, LCD/버튼 동작에서는 LCD와 버턴 동작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부록에서는 설명서의 끝에 기술 정보 및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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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본 설명서는 아래의 규정을 따릅니다. 

 

고정 너비 입력해야 할 글자를 나타냅니다. 

 

[ ] 눌러야 할 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Enter] Enter 키를 누르라는 의

미입니다. 만약 키 조합이 필요하다면 같은 괄호 안에 플러스와 함께 

나타납니다: [Ctrl+Alt] 

 

1. 순차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번호 목록입니다. 

 

◆ 불릿 목록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순차적인 단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다음에 오는 선택 사항을 나타냅니다(메뉴, 다이얼로그 박스와 같은). 

예를 들어, Start → Run 은 Start 메뉴 열고 Run 을 선택합니다. 

 

 
주요정보를 나타냅니다. 

 

 

제품 정보 

ATEN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한 없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ATEN 웹사이트 또는 ATEN의 인증된 

판매자에 연락하십시오. 지역과 전화 번호 정보 목록에 있는 ATEN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국제 http://www.aten.com 

북미 http://www.ate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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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보 

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 구성품만 사용하십시오. 다음의 배터리 구성품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내부 배터리 

정격 설명 제품명 

1000VA(2B) 2x9AH, 총 2개배터리 BC24V9AH 

1000VA(3B) 3x7AH, 총 3개배터리 BC36V7AH 

1500VA(3B) 3x9AH, 총3개배터리 BC36V9AH 

2000VA(4B) 4x9AH, 총4개배터리 BC48V9AH 

2000VA(6B) 6x7AH, 총6개배터리 BC72V7AH 

3000VA(6B) 6x9AH, 총6개배터리 BC72V9AH 

 

외부 배터리 

정격 설명 제품명 

1000VA(2B) 2*2x9AH, 총 4개배터리 BP24V18AH 

1000VA(3B) 2*3x9AH, 총6개배터리 BP36V18AH 

1500VA(3B) 2*3x9AH, 총6개배터리 BP36V18AH 

2000VA(4B) 2*4x9AH, 총8개배터리 BP48V18AH 

2000VA(6B) 2*6x9AH, 총12개배터리 BP72V18AH 

3000VA(6B) 2*6x9AH, 총12개배터리 BP72V18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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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개 

개요 

ATEN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는 입력 전원 소스 또는 주요 장치에 장애 발생 시, 비상 전력을 제

공하는 뛰어난 전기 장치입니다. 온라인 UPS의 기본 기술은 대기 또는 라인-인터랙티브 UPS 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ATEN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는 향상된 기능의 쿨링 시스템을 갖춘 정류기와 

인버터가 지속적으로 동작하도록 고안된 보다 큰 전류 AC-to-DC 배터리 충전기/정류기를 제공합

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강제 종료 및 재시작, 특히 전원 서지 또는 정전이 

발생하는 동안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기상 상황, 전력망 노후화 및 벽에 숨겨진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장치는 전력 문제에 있어 끊임없는 위협에 놓여있게 됩니다. 짧은 순간의 

전력 손실, 순간적인 전력 급감 또는 급증이라도 장치에 손상을 주고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를 훼

손시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랩톱처럼 내장 배터리가 없기에 작업 중 정전이 발생하면 시스템

은 즉시 중단될 것 입니다. 작업물을 잃는 것 만이 아니라 장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UPS가 있다면 전력 손실이 발생했을 때, UPS의 배터리는 전력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합니

다. ATEN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는 입력 AC 전원을 조정하고,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 백업을 제

공하며 열려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전원이 복구되면 UPS는 배터리 재충전을 시작합

니다. 

 

온라인 UPS 장치는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벽의 소켓 전력을 필터링합니다. 연결된 전자 장치가 

배터리 없이(외부 전력으로) 동작하므로, 전력 손실 또는 전압 제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 1ms

의 전원 중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치에 노출되는 모든 전력을 안정시킴으로써 온라인 

UPS 장치는 장치와 외부 전력 사이에서 효과적인 전자 방화벽이 됩니다. 

USP는 하나의 USB 포트와 시리얼 포트를 제공해 UPS와 연결된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고 통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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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컴퓨터에 설치된 전원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IT 전문가는 필요한 툴을 사용해 백업 전원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는 기본적인 UPS 

배터리 상태, 부하 정도, 그리고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원 문제 발생 시 배터리 백

업에 연결된 버추얼 기기 및 네트워크 컴퓨터를 원격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ATEN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는 LCD 화면을 통해 상세 UPS 설정과 정보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

법이 있습니다. LCD 화면은 입력 전압, 배터리 용량 등을 표시하며, 다양한 동작 모드를 위한 3버

튼 구성 인터페이스와 음향 알림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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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True double-conversion – 출력 역률이 1이면 공급되는 모든 전력이 모두 사용되는 중이며 가

장 효율적인 환경이 됩니다. 

◆ 출력 전압 제한 < 1% - 주요 환경에 고성능 및 효율성 제공 

◆ 프로그램 가능한 전원 관리 아울렛– 부하 세그먼트를 쉽고 독립적으로 제어해, 전원 장애 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비를 중지시켜 이 기능은 필수 장비의 배터리 시간을 연장합니다. 

◆ 비상 전원 끄기 기능 (EPO) – 뒷면의 EPO 커넥터를 통해 원격지에서 비상 UPS 전원 끄기 가

능 

◆ SNMP + USB + RS-232 다중 통신 – USB 또는 RS-232 통신 포트를 이용해 SNMP 인터페이

스와 동시에 동작 

◆ 핫스왑 배터리 디자인 – 연결된 장비의 전원을 끄지 않고 완벽한 전원 모듈 교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UPS 유지보수 실행 가능. 유틸리티 전원이 켜져 있는 이상, UPS와 연결된 장치

가 켜져 있는 상태로 새로운 배터리를 교체 가능 

◆ 에너지 절약 ECO 모드 –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줄여 최대 97% 효율성 제공. 정적 Bypass를 

통해 UPS 전원 애플리케이션은 필요한 때에 맞춰 온라인 이중 변환 적용. 

◆ MOV를 통한 전압 차단 보호 및 과전류 방지 보호 제공 – 상시 장비 보호 

◆ 배터리 충전 시 낮은 충전 전류를 제공하는 최대 1000W 용량의 높은 역률 충전기 

◆ 다기능 LCD 인터페이스 – 입력 전압, 배터리 용량, 전원 상태, 배터리 상태, 동작 상태 및 실

시간 백업 상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세한 정보 표시 

◆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 디자인 – 외부 온도에 따른 충전 전압 조정

으로 배터리 유효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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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원리 

UPS의 동작 원리는 다음의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UPS는 입력, EMI/RFI 필터, 정류기/PFC, 인버터, 배터리 충전기, DC-to-DC 컨버터, 배터리, 동적 

bypass 및 UPS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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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UPS 전체 시리즈 앞면 보기 

 

No. 구성 설명 

1 디스플레이 LCD  

2 켜기/음소거 버튼 클릭하면 LCD를 켭니다. 

3 선택 버튼 다음 선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클릭합니다. 

4 끄기/Enter 버튼 클릭하면 LCD를 끕니다. 

5 제거 가능한 앞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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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HV 시리즈 뒷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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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LV 시리즈 뒷면 보기 

 

No

. 

구성 설명 

1 프로그래밍 가능한 

아울렛 

덜 중요한 부하 연결용. 이 아울렛은 프로그램 

가능하며 백업 전원과 서지 보호를 제공합니다. 

2 백업 및 서지 

보호 아울렛 

주요 부하 연결용. 이 아울렛은 백업 전원과 서비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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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성 설명 

3 AC 입력 HV 모델의 경우 이 포트와 AC 전원 소켓 사이를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LV 모델의 경우 전원 케이블의 역할을 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AC 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4 네트워크/팩스/모뎀 

서지 보호 

표준 RJ-45 기반 제품 (LAN 라인)과 케이블링 

시스템을 서지로부터 보호합니다. 

5 USB 통신 포트 일정이 있는 UPS 중지 / 재시작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합니다. 

6 RS-232 통신 포트 일정이 있는 UPS 중지 / 재시작 및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합니다. 

7 SNMP 지능형 슬롯 UPS는 SNMP를 위한 지능형 슬롯을 

갖추었습니다. UPS에 SNMP 설치 시 고급 통신과 

모니터링 옵션을 제공합니다. 

8 비상 전원 끄기 기능 

커넥터 (EPO) 

원격지에서 비상 UPS 전원 끄기가 가능합니다. 

9 외부 배터리 연결 

포트 

이 포트는 백업 파워를 위해 외부 배터리 팩을 

제공합니다. 외부 배터리 팩의 경우 x 페이지의 

배터리 정보를 참조하세요. 

10 접지 터미널 적절한 접지 물체와 연결합니다. 

 



 

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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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설치 

1. 49페이지 안전 주의사항에 장치 배치에 대한 주요 안전 정보가 제공됩

니다. 설치 진행 전 숙지하십시오. 

2. 설치하려는 모든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Keyboard 

Power On 기능이 있는 모든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마운팅 

장치는 데스크톱에 (수직/수평으로) 또는 랙(19”랙 섀시) 에 장착 가능합니다.  

 

랙마운팅 

랙 슬라이드 키트와 랙 마운팅 키트가 랙 마운팅을 위해 구성품에 제공됩니다. 레일 슬라이드 키

트는 랙에 장착하고 랙 마운팅 키트는 UPS를 랙에 설치합니다. UPS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따라 

하십시오: 

 

1. 레일 슬라이드 키트에 모든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품은 2개의 슬라이드 레

일 (각 측면당 한 개, 하단 다이어그램과 같이 L과 R로 표시), 6M6 너트, 고정 장치 및 8M6 

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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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고정 장치를 삽입합니다: 슬라이드 레일 양 쪽 끝에 2개의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고정 장

치를 다음과 같이 상단 나사 구성에 넣고 조입니다: 

 

3. 레일을 지지대에 가까이 위치시킨 후 레일 슬라이더를 양 쪽 끝으로 각각 당깁니다. 이 과정

에서 고정 장치를 지지대의 구멍에 고정시켜 같은 위치로 맞춥니다. 이 순서는 차후 순서에서 

슬라이더 레일을 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4. M6 나사를 하단 구멍에 각각 조여 레일 슬라이더를 레일의 끝과 양 쪽 레일 슬라이더를 제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총 4개의 M6 나사가 사용됩니다.) 

 

  



2장 하드웨어 설치 

１１ 

5. M6 너트를 다음처럼 지지대에 삽입합니다: 

 

6. M4 나사를 이용해 마운팅 키트 나사 구멍과 UPS를 조여 다음과 같이 마운팅 키트를 UPS에 

부착합니다. 

 

7. UPS를 랙 레일에 맞추고 마운팅 키트(M6 나사)를 다음 그림처럼 랙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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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타워) 데스크톱 마운팅 

1. 구성품을 이용해 장치를 타워 스탠드 세트(2개의 타워 스탠드 세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타워 스탠드에 위치시키십시오. 

2. 앞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잡아 당겨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패널을 제거하십시오. 

3. LCD 화면 아래에 버튼이 있도록 LCD 패널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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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에 앞면 패널을 다시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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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박스로 UPS 마운팅 

추가 배터리 박스가 있다면 확장 타워 스탠드 사용시 단독 구성에서 UPS와 배터리 박스를 세로

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스탠드 확장기는 한 개의 타워 스탠드를 확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스탠드 연장기 (4개)는 배

터리 박스의 구성품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따라해 확장 타워 스탠드를 조립하십시오. 

 

1. 타워 스탠드 바닥의 나사를 제거합니다. 

 

2. 타워 스탠드를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구부립니다: 

 

    분리된 타워 스탠드와 2개의 스탠드 확장기 (배터리 박스의 구성품 내용에서 확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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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탠드 확장기를 다음 그림과 같이 향하게 합니다. 그림의 화살표대로 타워 스탠드의 하단에 

확장기를 맞추고 연결합니다. 분리된 타워 스탠드가 적절하게 잠기는지 고리를 확인하십시오. 

4. 타워 스탠드의 고리의 M4 나사를 사용해 스탠드 확장기를 고정합니다. 

 

 

5. 확장된 타워 스탠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조정합니다. 고리를 평평하게 연결합니다. 

 

6. 타워 스탠드의 고리의 M4 나사를 사용해 확장된 타워 스탠드를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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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돤 확장 타워 스탠드 모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7. UPS와 배터리 박스를 확장 타워 스탠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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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배터리 연결 

안전을 위해 장치의 내부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순서를 따라 배

터리 선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주의: 전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앞면 패널을 제거하십시오. 잡아 당겨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패널을 제거합니다. 

 

2. 배터리와 장치의 전원 커넥터를 함께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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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면 패널을 장치에 다시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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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UPS를 연결하려면 다이어그램을 참조해 다음을 따라 하십시오: 

주의: 설치 순서는 OL1000HV를 예시로 합니다. 

 

1. 장치의 접지 터미널을 적절한 접지 물체에 연결합니다. 

2. 전자 제품을 비 중요 전원 아울렛에 연결합니다. 

3. (전력 중단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자 제품을 주요 전원 아울렛에 연결합니다. 

4. (선택사항) 외부 배터리를 외부 배터리 연결 포트에 연결합니다. 22페이지의 외부 배터리 연결

을 참조하세요. 

5. (선택사항) 모뎀/전화/팩스를 (해당 케이블을 이용해) 서지-보호 “IN”아울렛에 연결하십시오. 

(서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장비를 다른 모뎀/팩스/전화 케이블을 사용해 “OUT”아울렛에 연결

하십시오. 

6. (선택사항) 포함되어 있는 USB Type A to B 케이블의 USB Type B 끝과 Type A 끝을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7. (선택사항) 포함되어 있는 RS-232 케이블로 장치의 RS-232 포트와 PC의 통신 포트 사이를 연

결하십시오. 

8. (선택사항) SNMP 또는 AS400 카드를 통신과 모니터링 옵션을 위해 연결합니다. 

9. HV 모델의 경우,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포트와 AC 전원 소켓을 연결합니다. 

LV 모델의 경우, 이 전원 케이블을 AC 전운 소켓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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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사용자 매뉴얼 

２２ 

외부 배터리 연결 

외부 배터리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의: 

외부 배터리 팩을 연결하려면 양쪽 극을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외부 배터리 팩의 양극을 UPS의 

외부 배터리 커넥터 양극에 연결하고 배터리 팩의 음극을 UPS의 외부 배터리 커넥터 음극과 연

결합니다. 극을 잘못 연결하면 UPS의 내부 장애를 초래합니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배터리 팩의 

양극과 UPS 외부 배터리 커넥터의 양극 사이에 브레이커를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브레이커의 필요 사양: 전압 ≧ 1.25 배터리 전압/세트; 전류 ≧ 50A 

 

백업 시간 요구 사양과 UPS 규격에 따라 배터리 크기와 연결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배터리 수명

을 연장하려면 15ºC에서 25ºC 사이의 온도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외부 배터리 연결을 위해 다음을 따라 하십시오: 

1. 다음의 순서대로 메인에서 전원 플러그를 제거해 장치를 돌립니다. 

2. 앞면 패널을 제거하고 내부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3.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외부 배터리 연결 포트 커버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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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커넥터를 장치와 배터리 팩의 외부 배터리 연결 포트에 연결합니다. 

주의:  

다수의 배터리 팩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연결하십시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팩의 2번째 배터리 연결 포트를 두 번째 배터리 팩의 첫 번째 배터리 연결 포트에 연결합니다.) 

 

 

5. 나사를 사용해 장치와 배터리 팩의 커넥터를 고정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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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치의 앞 면에서 배터리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고 앞면 커버를 다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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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작 

UPS 켜기 

앞면 패널의 ON/Mute 버튼을 2초 간 누르면 UPS의 전원이 켜집니다. 

주의: 배터리는 정상적인 동작 조건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5시간이 걸립니다. 이 초

기 충전 시간 동안 전체 배터리 동작 용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EPO 기능 

이 UPS는 EPO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UPS 정상 동작을 위해 기본값으로 UPS는 Pin 1과 pin 2 

닫힘 (금속판이 Pin 1과 pin 2에 연결됨) 상태로 공장에서 배송됩니다. EPO 기능을 활성화 하려면 

EPO 포트의 2개의 나사와 금속판을 제거하십시오. 

주의: EPO 기능 로직은 LCD 설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의 EPO 로직 설정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설치 

광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위해 UPS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UPS 정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공급되는 RS-232 또는 USB 통신 케이블을 사용해 UPS의 RS-232/USB 포트와 PC의 RS-

232/USB 포트를 연결합니다. 그 후 다음의 순서대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1. 동봉된 설치 CD를 CD-ROM 드라이브에 삽입 후 화면의 설명을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진

행합니다. CD 삽입 후 1분 후에도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setup.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2. 화면 상의 설명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시계 옆 시스템 상자에 주황색 플러그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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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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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버튼 동작 

 

개요 

장치는 3개의 버튼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LCD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버튼 동작 

버튼 기능 

On / Mute 

Button 

(켜기/음소거 

버튼) 

 UPS 켜기: On / Mute 버튼을 2초간 누르면 UPS가 켜집니다. 

 알림음음소거: UPS가 배터리 모드로 켜진 후 이 버튼을 최소 

3초간 누르면 알림음 시스템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Up 키: 이 버튼을 누르면 UPS 설정 모드에서 이전 선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UPS 자체 시험 모드로 전환: AC모드, ECO 모드 컨버터 

모드에서 ON/Mute 버튼을 3초간 누르면 UPS 자체 시험 

모드로 전환합니다. 

Off / Enter Button 

(끄기 / 입력 

버튼) 

 UPS 끄기: 이 버튼을 최소 2초간 누르면 UPS를 끕니다. UPS는 

정상 전원 상태에서 대기 모드가 되거나, 이 버튼을 눌러 Bypass 

설정을 활성화 해 Bypass 모드로 바뀝니다. 

 확인 선택 키: 이 버튼을 눌러 UPS 설정 모드 선택을 

확인합니다. 

선택 버튼  LCD 메시지 변경: 이 버튼을 누르면 입력 전압, 입력 주기, 입력 

전류, 배터리 전압, 배터리 전류, 배터리 용량, 주의 온도, 출력 

전압, 출력 주파수, 부하 전류 및 부하율에 대한 LCD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설정 모드: 대기 또는 Bypass 모드일 때 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UPS 설정 모드로 들어 갑니다. 

 Down 키: 이 버튼을 누르면 UPS 설정 모드의 다음 선택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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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 

On / Mute Button 

+ 

Select Button 

 

(켜기/음소거 버튼 

+ 

선택 버튼) 

 bypass 모드로 전환: 주 전원이 정상인 경우 ON/Mute 그리고 

선택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르십시오. 그러면 UPS는 bypass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동작은 입력 전압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경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종료 설정 모드 또는 상단 메뉴로 돌아가기: 설정 모드에서 

ON/Mute 및 선택 버튼을 동시에 0.2초간 누르면 상단 메뉴로 

돌아갑니다. 이미 상위 메뉴에 있는 상태라면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LCD 패널 

LCD 패널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기능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기능 

백업 시간 정보 

 

추정 백업 시간을 표시합니다. 

H: 시간, M: 분, S: 초 

설정 및 에러 정보 

 

설정 항목을 표시하며 설정 항목은 33페이지의 UPS 설정에 상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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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능 

 

경고 및 장애 코드를 표시하며 코드는 45페이지 장애 참조 코드 

및 46페이지 경고 표시에 설명합니다. 

음소거 동작 

 UPS 경고를 비활성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입력, 배터리, 온도, 출력 & 부하 정보 

 

입력 전압, 입력 주기, 입력 전류, 배터리 전압, 배터리 전류, 

배터리 용량, 주변 온도, 출력 전압, 출력 주파수, 부하 전류 및 

부하율 

k: 키로, W: 와트, V: 전압, A: 암페어, %: 퍼센트, ℃: 섭씨 Hz: 

주파수 

부하 정보 

 

0-24%, 25-49%, 50-74% 및 75-100% 별로 부하 레벨을 

표시합니다. 

 과부하를 표시합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아울렛 정보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관리 아울렛이 동작하는지 표시합니다. 

모드 동작 정도 

 UPS를 메인에 연결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배터리가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바이패스 서킷이 동작하는지 표시합니다. 

 ECO 모드가 활성화 되는지 표시합니다. 

 AC to DC 서킷이 동작하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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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능 

 PFC 서킷이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인버터 서킷이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컨버터 모드에서 UPS가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출력이 동작 중임을 표시합니다. 

배터리 정보 

 

0-24%, 25-49%, 50-74%, 75-100%로 배터리 레벨을 표시합니다. 

 낮은 배터리 경고를 표시합니다. 

 

음향 알림음 

 

모드 알림음 패턴 

배터리 모드 5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낮은 배터리 2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부하 매 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장애 계속해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Bypass 모드 10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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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디스플레이 글자 표시 

 

영문 디스플레이 정의 

ENA  활성화 

DIS  비활성화 

ESC  나가기 

HLS  높은 손실 

LLS  낮은 손실 

AO  액티브 오픈 

AC  액티브 클로즈 

EAT  추정 자율 시간 

RAT  동작 자율 시간 

SD  중지 

OK  OK 

ON  ON 

BL  배터리 낮음 

OL  과부하 

OI  과입력 전류 

NC  배터리 연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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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디스플레이 정의 

OC  과충전 

SF  현장 배선 장애 

EP  EPO 

TP  온도 

CH  충전기 

BF  배터리 장애 

BV  Bypass 출력 범위 

FU  Bypass 주파수 불안정 

BR  Battery 교체 

EE  EEPROM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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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설정 

UPS 2개의 매개 변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매개 변수 1: 이 곳에 나타나는 숫자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매개 변수 2: 이 곳에 나타나는 숫자는 매개 변수 1에서 설정된 설정에 대한 옵션 및 값입니다. 

 

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출력 전압 설정: 

디스플레이: 01 

 

 

 

 

 

 

 

 

 

 

 

매개 변수 2: 출력 전얍 

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다음의 

출력 전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 200vac 출력 전압 

208: 208vac 출력 전압 

220: 220vac 출력 전압 

230: 230vac 출력 전압 (기본) 

240: 240vac 출력 전압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다음의 

출력 전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 100vac 출력 전압 

110: 110vac 출력 전압 

115: 115vac 출력 전압 

120: 120vac 출력 전압 (기본) 

125: 125vac 출력 전압 

127: 127vac 출력 전압(미국 내에서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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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주파수 컨버터 모드 활성화/비활성화 

디스플레이: 02 

 

 

매개 변수 2: 컨버터 모드 활성화 

비활성화  

다음의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A: 컨버터 모드 활성화 

DIS: 컨버터 모드 비활성화(기본) 

출력 주파수 설정 

디스플레이: 03 

 

 

 

매개 변수 2: 출력 주파수 

배터리 모드에서 초기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AT 50: 50Hz 출력 주파수 

BAT 60: 60Hz 출력 주파수 

컨버터 모드가 활성화 되면 다음의 

출력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F 50: 50Hz 출력 주파수 

CF 60: 60Hz 출력 주파수 

ECO 활성화/비활성화 

디스플레이: 04 

 

 

매개 변수 2: ECO 기능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다음의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A: ECO 모드 활성화 

DIS: ECO 모드 비활성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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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ECO 전압 범위 설정 

디스플레이: 05 

 

 

 

디스플레이: HS 

매개 변수 2: ECO에 대한 고 전압점 및 저 

전압점을 허용 가능합니다.Up 또는 Down 

키를 눌러 값을 조정하세요. 

HLS: 매개 변수 2에서 ECO 모드의 높은 전압 

손실 

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매개 

변수 3에 대한 설정 범위는 정상 전압의 +7V 

to +24V 입니다. (기본값: +12V)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 매개 

변수 3에 대한 설정 범위는 정상 전압의 +3V 

to +12V 입니다. 

 

 

(기본값: +6V) 

LLS: 매개 변수 2에서 ECO 모드의 낮은 

전압 손실 

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매개 

변수 3에 대한 설정 범위는 정상 전압의 -7V 

to -24V 입니다. 

(기본값: -12V)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매개 

변수 3에 대한 설정 범위는 정상 전압의 -3V 

to -12V 입니다. 

 (기본값: -6V) 

UPS 가 꺼져 있을 때 Bypass 

활성화/비활성화 

디스플레이: 06 

 

 

매개 변수 2: Bypass 기능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NA: bypass 활성화 

DIS: bypass 비활성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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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Bypass 전압 범위 설정 

디스플레이: 07 

 

 
 

디스플레이: HS 

 

 
 

 

매개 변수 2: Bypass 모드에 대한 고 전압점 

및 저 전압점을 허용 가능합니다. Up 또는 

Down 키를 눌러 값을 조정하세요. 

HLS: Bypass 고 전압점:  

200/208/220/230/240 VAC 모델이 경우: 

230-264: 매개 변수 3의 고 전압점 범위 설정은 

230Vac에서 264Vac입니다. (기본값: 264Vac)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120-140: 매개 변수 3의 고 전압점 범위 설정은 

120Vac에서 140Vac입니다. (기본값: 132Vac) 

LLS: Bypass 저 전압점 

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170-220: 매개 변수 3의 저 전압점 범위 

설정은 170Vac and 220Vac입니다. (기본값: 

170Vac)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85-115:매개 변수 3의 저 전압점 범위 설정은 

85Vac and 115Vac입니다.(기본값 t:85Vac) 

Bypass 주파수 범위 설정 

디스플레이: 08 

 

 
 

디스플레이: HS 

 

 
 

매개 변수 2: Bypass 모드에 대한 고주파수 

포인트와 저주파수 포인트 허용 가능합니다.Up 

또는 Down 키를 눌러 값을 조정하세요. 

HLS: Bypass high 고주파수 포인트 

50Hz 출력 주파수 모델의 경우 

51-55Hz: 주파수 고손실 포인트 설정은 

51Hz에서 55HZ입니다. (기본값: 53.0Hz) 

60Hz 출력 주파수 모델의 경우 

61-65Hz: 주파수 고손실 포인트 설정은 61Hz 

에서 65Hz입니다. (기본값: 63.0Hz) 

LLS: Bypass 저주파수 포인트 

50Hz 출력 주파수 모델의 경우: 

45-49Hz: 주파수 저손실 포인트 설정은 45Hz 

에서 49HZ입니다. (기본값: 47.0Hz) 

60Hz 출력 주파수 모델의 경우: 

55-59Hz: 주파수 저손실 포인트 설정은55Hz 

에서 59Hz입니다. (기본값: 57.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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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７ 

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활성화/비활성화 

디스플레이: 09 

 

 

매개 변수 2: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ENA: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활성화 

DIS: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비활성화(기본값)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백업 시간 

설정 

디스플레이: 10 

 

매개 변수 2: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에 대한 

백업 시간 제한 

0-999: 배터리 모드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치에 연결하는프로그램 가능한 

출력에 대한0-999 사이의 분단 위 백업 

시간 제한 설정(기본값: 999) 

자율 제한 설정 

디스플레이: 11 

 

 

매개 변수 2: 일반 출력에 대한 배터리 

모드에서 백업 시간 

0-999: 배터리 모드에서 일반 출력에 대한 

0-999 사이의 백업 시간을 (분 단위) 

설정합니다. 

DIS:자율 제한을 비활성화 하며 백업 

시간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 

주의: “0”으로 설정 시 백업 시간은 

10초입니다. 

배터리 전체 AH 설정 

디스플레이: 12 

 

 

매개 변수 2: UPS의 배터리 전체 AH 

7-999: AH에서 7-999 사이의 배터리 전체 

용량을 설정합니다. 외부 배터리 팩을 

연결하는 경우 올바른 배터리 전체 용량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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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최대 충전지 전류 설정 

디스플레이: 13 

 

 

 

 

 

 

 

 

 

 

 

 

 

 

 

 

매개 변수 2: 충전기 최대 전류 

24/36/48VDC의 저전압 모델의 경우 

1/2/4/6/8: 최대 충전기 전류를1/ 2/4/6/8 

암페어로 설정합니다. (기본값: 2A) 

24/36/48VDC 고전압 모델의 경우 

1/2/4/6/8/10/12: 최대 충전기 전류를 

1/2/4/6/8/10/12 암페어로 설정합니다.  

(기본값: 2A) 

72/96VDC의 저전압 및 고전압 모델의 경우 

1/2/4/6/8: 최대 충전기 전류를1/ 2/4/6/8 

암페어로 설정합니다. (기본값: 2A) 

주의: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한 

적절한 충전기를 설정하십시오. 권장 충전 

서킷은 다음 참조표와 같이 배터리 용량의 

0.1C~0.3C 입니다. 

 

경고: 전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장치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장 충전 전류의 경우, 41페이지의 권장 

충전기 전류를 참조하십시오. 

충전기 전압 증가 설정 

디스플레이: 14 

 

 

매개 변수 2: 충전기 전압 증가 

2.25-2.40: 충전기 전압 증가 설정은 2.25 V/cell 

에서 2.40V/cell입니다. (기본값: 2.36V/cell) 

충전기 부동 전압 설정 

디스플레이: 15 

 

 

매개 변수 2: 충전기 부동 전압 

2.20-2.33: 충전기 부동 전압은 2.20 V/cell 에서 

2.33V/cell 입니다.(기본값: 2.28V/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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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EPO 로직 설정 

디스플레이: 16 

 

 

매개 변수 2: EPO 기능 제어 로짓 

AO:ActiveOpen(기본값).선택 시 EPO 

기능이 Pin1과 Pin2에 오픈 상태로 

동작합니다. 

AC: Active Close. 선택 시 EPO 기능이 

Pin1과 Pin2에 클로즈 상태로 동작합니다. 

 

현장 장애 탐지 

활성활/비활성화 

디스플레이: 17 

 

 

매개 변수 2: 현장 장애 탐지 

활성활/비활성화 

ENA: 활성화 (기본값). 

DIS: 비활성화 

자율 시간 설정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8 

 

 

매개 변수 2: 자율 시간 설정 디스플레이 

EAT: 선택 시 남은 자율 시간이 표시됩니다. 

(기본값) 

RAT: 선택 시 현재까지는 추정 자율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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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1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매개 변수 2 설명 

입력 전압 범위 설정 허용 가능 

디스플레이: 19 

매개 변수 2: 입력 전압 범위의 고전압 범위 

설정 점 및 저전압점 허용 가능 

값을 조정하려면 Up 그리고 Down 키를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 HS 

HLS: 고전압점 입력 

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280/290/300: 매개 변수 2에서고전압점 설정 

(기본값: 300Vac)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140/145/150: 매개 변수 2에서고전압점 설정 

(기본값: 150Vac) 

LLS: Bypass 저전압점 

 

 

F200/208/220/230/240 VAC 모델의 경우: 

110/120/130/140/150/160: 매개 변수 

2에서저전압점 설정 (기본값: 110Vac) 

100/110/115/120/127 VAC 모델의 경우: 

55/60/65/70/75/80: 매개 변수 2에서저전압점 

설정(기본값: 55Vac) 

나가기 

디스플레이: 00 

 

 

UPS 설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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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배터리 충전기 전류 

 AH 권장 충전 전류 

1000VA (2B) 9 2 

+1 BP24V18AH 27 4 

+2 BP24V18AH 45 6 

+3 BP24V18AH 63 8 

+4 BP24V18AH 81 10 

+5 BP24V18AH 99 10 

+6 BP24V18AH 117 12 

+7 BP24V18AH 135 12 

+8 BP24V18AH 153 12 

+9 BP24V18AH 171 12 

+10 BP24V18AH 189 12 

 

1000VA (3B) 7 2 

+1 BP36V18AH 25 4 

+2 BP36V18AH 43 6 

+3 BP36V18AH 61 8 

+4 BP36V18AH 79 8 

+5 BP36V18AH 97 10 

+6 BP36V18AH 115 12 

+7 BP36V18AH 133 12 

+8 BP36V18AH 151 12 

+9 BP36V18AH 169 12 

+10 BP36V18AH 187 12 

 

1500VA (3B) 9 2 

+1 BP36V18AH 2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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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권장 충전 전류 

+2 BP36V18AH 45 6 

+3 BP36V18AH 63 8 

+4 BP36V18AH 81 10 

+5 BP36V18AH 99 10 

+6 BP36V18AH 117 12 

+7 BP36V18AH 135 12 

+8 BP36V18AH 153 12 

+9 BP36V18AH 171 12 

+10 BP36V18AH 189 12 

 

2000VA (4B) 9 2 

+1 BP48V18AH 27 4 

+2 BP48V18AH 45 6 

+3 BP48V18AH 63 8 

+4 BP48V18AH 81 10 

+5 BP48V18AH 99 10 

+6 BP48V18AH 117 12 

+7 BP48V18AH 135 12 

+8 BP48V18AH 153 12 

+9 BP48V18AH 171 12 

+10 BP48V18AH 189 12 

 

2000VA (6B) 7 2 

+1 BP72V18AH 25 4 

+2 BP72V18AH 43 6 

+3 BP72V18AH 61 8 

+4 BP72V18AH 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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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권장 충전 전류 

+5 BP72V18AH 97 10 

+6 BP72V18AH 115 12 

+7 BP72V18AH 133 12 

+8 BP72V18AH 151 12 

+9 BP72V18AH 169 12 

+10 BP72V18AH 187 12 

 

3000VA (6B) 9 2 

+1 BP72V18AH 27 4 

+2 BP72V18AH 45 6 

+3 BP72V18AH 63 8 

+4 BP72V18AH 81 10 

+5 BP72V18AH 99 10 

+6 BP72V18AH 117 12 

+7 BP72V18AH 135 12 

+8 BP72V18AH 153 12 

+9 BP72V18AH 171 12 

+10 BP72V18AH 18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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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모드 설명 

동작 모드 LCD 디스플레이 설명 

온라인 모드  

 

입력 전압이 적용 가능 범위일 때 UPS는 

출력에 완전하고 안정적인 AC 전원을 

제공합니다. UPS는 또한 배터리를 충전할 것 

입니다. 

ECO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 입력 전압이 전압 제한 

범위인 경우 UPS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출력에 대한 전압을 우회할 것 입니다. UPS는 

또한 배터리를 충전할 것 입니다. 

주파수 컨버터 

모드 

 

 

입력 주파수가 40 Hz 에서 70 Hz 이내일 

경우, UPS는 50 Hz 또는 60 Hz의 지속적인 

출력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UPS는 

또한 배터리를 충전할 것 입니다. 

배터리 

모드 

 

 

입력 전압이 적용 가능 범위 이상이거나 전력 

문제 발생 시 UPS는 배터리로부터 백업 

전력을 제공하고 5초마다 알림음을 울립니다.  

Bypass 모드  

 

입력 전압이 적용 가능 범위에 있으나 UPS가 

과부하인 경우 UPS는 bypass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면 패널을 

사용해 bypass 모드로 UP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림음이 10초마다 울립니다. 

대기 모드  

 

UPS 전원이 꺼지고 출력 전력이 없습니다.  

UPS는 배터리를 충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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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모드 

LCD 디스플레이 설명 

장애 

모드 

 

 

문제 발생 시 ERROR 아이콘과 장애 

코드가 나타납니다. 

 

장애 참조 코드 

장애 발생 장애 코드 아이콘 장애 발생 장애 코드 아이콘 

버스 시작 

실패 

01 x 배터리 

전압이 

너무 

높음 

27 x 

버스 많음 02 x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음 

28 x 

버스 적음 03 x 충전기 

출력 부족 

2A x 

인버터 

소프트 

시작 실패 

11 x 높은 온도 41 x 

인버터 

전압 높음 

12 x 과부하 43  

 
인버터 

전압 낮음 

13 x 충전기 

문제 발생 

45 x 

인버터 

출력 부족 

14 x 과입력 

전류 

4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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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경고 아이콘 (깜빡임) 코드 알림음 

배터리 낮음   
2초마다 울립니다. 

과부하   
매 초마다 울립니다. 

과출력 전류  
 

10초마다 2번씩 

울립니다. 

배터리가 

연결되지 않음 

  
2초마다 울립니다. 

과충전  

 

 

 

 

 
2초마다 울립니다. 

현장 배선 실패 
  

2초마다 울립니다. 

EPO 활성화  
 

2초마다 울립니다. 

높은 온도   
2초마다 울립니다. 

충전기 장애   
2초마다 울립니다. 

배터리 장애  
 

2초마다 울립니다. (UPS가 

사용자에게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bypass 전압 

범위 밖 

  
2초마다 울립니다. 

Bypass 주파수 

불안정 

  
2초마다 울립니다. 

배터리 교체   
2초마다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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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아이콘 

(깜빡임) 

코드 알림음 

EEPROM 

에러 

  2초마다 울립니다. 

 

주의: “현장 배선 실패”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활성화/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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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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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전 주의사항 

운송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UPS 시스템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운송하십시오. 

준비 

 UPS 시스템을 추운 곳에서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하면 응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 

전 UPS 시스템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UPS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려면 최소 2시간이 소요됩니다. 

 물기가 있거나 습한 환경에서 UPS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UPS 시스템을 직사광선 또는 열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UPS 외관의 환기 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설치 

 UPS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기기(예: 레이저 프린터)를 UPS 출력 소켓에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케이블을 밟거나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십시오.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생활 기기를 UPS 출력 소켓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UPS는 경험이 없는 어떠한 개개인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UPS 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UPS 시스템에 가까운 접지된 충격 방지 출력에만 연결

합니다. 

 UPS 시스템을 건물 배선 출력(충격 방지 출력)에 연결하려면 VDE 검사, CE 인증 (또는 120 

VAC 모델의 UL 인증) 메인 케이블(예: 컴퓨터의 메인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VDE 검사, CE 인증 (또는 120 VAC 모델의 UL 인증) 전원 케이블을 사용해 UPS 시스템에 장

치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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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를 설치할 때 UPS의 누설 전류의 총합과 연결된 장치가 3.5Ma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온도 정격 – 장치는 최대 40°C (104°F)의 외부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플러거블 장치 – 소켓 출력을 장비 근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연결 상태의 UPS에서) UPS의 정상 동작을 위해 장치를 최대 3000m 고도 아래에서 사

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작 

 UPS 시스템과 모든 연결 장치의 접지 보호를 무효화 시킬 수 있으므로 동작 중 UPS 시스템

의 메인 케이블 또는 건물 배선 출력(충격 방지 소켓 출력)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UPS 시스템은 자체 내부 전류 소스(배터리)가 있습니다. UPS 시스템이 건물 배선 출력에 연

결되지 않더라도 UPS 출력 소켓 또는 출력 터미널 블록은 전원이 공급됩니다. 

 UPS 시스템을 완전히 연결 분리하려면, 메인 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해 OFF/Enter 버튼을 먼저 

누르십시오. 

 액상 또는 외부 물체를 UPS 시스템의 내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전기 규격 ANSI/NFPA 70과 캐나다 전기 규격 1장 C22.1에 

따라 X(암페어, 다음 표 참조) 최대 분기 회로 과전류 보호 기능의제공된 서킷만 연결합니다.  

모델 X 

OL1000LV, OL1000SLV, 

OL1500LV, 

OL2000LV, OL2000SLV 

20A 

OL3000LV 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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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서비스 및 장애 

 UPS 시스템은 위험할 수 있는 전압으로 동작합니다. 수리는 유지보수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

다. 

 주의– 전기 충격 위험. 장치가 메인(건물 배선 출력)에서 분리된 이후라도 UPS 내부 시스템

의 부품이 배터리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전력이 흐르고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또는 유지보수를 실행하기 전, 배터리를 분리하고 BUS-콘덴서와 같은 고용량 콘덴서

의 터미널에 전류나 위험한 전압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와 필수 예방 조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만 배터리를 교체하고 동작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비전문가는 배터리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전기 충격 위험. 배터리 서킷은 입력 전압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터미널과 접

지 사이에 유해한 전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지기 전 남아있는 전압이 없는지 확인하십

시오. 

 주의– 배터리를 태우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열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방출된 전해액은 피부와 눈에 유해합니다. 독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기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동작 시 

다음의 예방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계, 반지 등 금속 물체를 제거하십시오. 

 절연 처리된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고무 장갑과 부츠를 신으십시오. 

 배터리 상단에 도구 또는 금속 부품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전 충전 장치완 연결 장치를 분리합니다. 

 충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동안 배터리 접지를 제거합니다. 

배터리는 일부라도 접지가 되어 있다면 접지 연결을 제거하십시오. 

 내부 배터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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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조사 정보와 카탈로그 번호와 함께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전문가가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 주의사항은 설치/서비스 책자에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전문가가 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 터미널 토크와 같은 상호 접속을 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태워서 폐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열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방출된 전해액이 피부와 눈에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타입과 암페어 수의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UPS 시스템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 장치는 카테고리 C2 UPS 제품입니다. 주거 환경에서 이 제품은 사용자가 추가 조치

를 실행해야 하는 전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20/230/240 VAC 시스템에 한함) 

110/120 VAC 시스템의 경우: 

 주의: 이 제품은 FCC 규정 15장, Class A 디지털 기기에 의거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제한 사항

은 제품이 상업 환경에서 동작 시 유해한 간섭에 대항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 입

니다. 본 장비의 동작 및 사용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본 장비의 동작은 간섭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하는 유해한 간

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규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은 본 장비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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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국제 지역 

◆ 온라인 기술 지원 – 고장 해결, 설명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http://eservice.aten.com 

◆ 전화 지원의 경우iv 페이지 전화 지원을 참조하세요 

 

북미 지역 

 

이메일 지원 support@aten-usa.com 

온라인 기술 지원 고장 해결 

설명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http://www.aten-usa.com/support 

전화 지원 1-888-999-ATEN 내선 4988 

1-949-428-1111 

기술 지원 요청 시 다음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모델 번호, 시리얼 번호 및 구매일 

◆ 운영 체제, 변경 정도, 확장 카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사용자 컴퓨터 설정 

◆ 오류 발생시 표시된 오류 메시지 

◆ 오류가 발생하게 된 순차적 순서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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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HV 시리즈 

Aten 제품명 
OL100

0 

HV 

OL1000 

SHV 

OL150

0 

HV 

OL200

0 

HV 

OL200

0 

SHV 

OL3000 

HV 

일반 

 

UPS 토폴로지 Double-Conversion 

에너지 절약 >96% (ECO) >96% >96% >96% 
(최대) >89% (AC) (ECO) (ECO) (ECO) 

 >88% (Batt) >90% (AC) >90% (AC) >91% (AC) 

  >89% >90% >90% 

  (Batt) (Batt) (Batt) 

입력 

 

전압 200/208/220/230/240 VAC 

입력 전압 범위 160-300 VAC ± 5% @ 100% load 

110-300 VAC ± 5% @ 50% load 

Derate capacity to 80% when the output voltage is adjusted 

to 200VAC/208VAC. 

입력 주파수 

범위 

40Hz - 70Hz 

정격 입력 전류 4.8A 4.8A 7.2A 9.7A 9.7A 14.5A 

입력출력률 ≧0.99 @ nominal voltage (100% load) 

콜드 스타트 Yes 

플러그 타입 IEC 320 C14 IEC 320 C20 

전원 코드 6ft 

출력 

 

VA 1000 1000 1500 2000 2000 3000 

와트 1000 1000 1500 2000 2000 3000 

배터리 파형 Sine Wave 

배터리 전압 200*/208*/220/230/2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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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모델명 OL100

0 

HV 

OL100

0 

SHV 

OL150

0 

HV 

OL200

0 

HV 

OL200

0 

SHV 

OL300

0 

HV 

배터리 

주파수 

50/60Hz ± 3Hz 

아울렛– 총합 8 9 

아울렛 타입 (8) IEC 320 C13 (8) IEC 

320 C13 

+ 

(1) IEC 

320 C19 

아울렛-

배터리&서지 

보호 

8 9 

정격 역률 >0.96 0.97 0.96 

파고율 3:1 

고조파 

왜곡 

≦2 % THDi (Linear Load) 

≦4 % THDi (Non-linear Load) 

전압 제한 ± 1% (Batt) 

전송 시간(AC to 

Batt.) 

0ms 

전송 시간(인버터 

to Bypass) 

4ms (ECO) 

배터리 

 

반부하에서 

런타임(min) 

Half 

load 

10.1 

Half 

load 

12.9 

Half 

load 

10.3 

Half 

load 

10.0 

Half 

load 

12.8 

Half 

load 

10.1 

전부하에서 

런타임 (min) 

Full load 

2.95 

Full load 

4.44 

Full load 

2.96 

Full load 

2.95 

Full load 

4.37 

Full load 

2.96 

배터리 타입 Sealed Lead-Acid 

배터리 팩 

전압 

24V 36V 36V 48V 72V 72V 

배터리 크기 12V/9AH 12V/7AH 12V/9AH 12V/9AH 12V/7AH 12V/9AH 

배터리 수 2 3 3 4 6 6 

핫스왑 가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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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모델명 OL100

0 

HV 

OL100

0 

SHV 

OL150

0 

HV 

OL200

0 

HV 

OL200

0 

SHV 

OL3000 

HV 

일반적인 재충전 

시간 

3 hours recover to 95% capacity @2A 

charging current. Max charger current 

12A 

3 hours recover to 

95% capacity @2A 

charging 

current.Max 

charger current8A 

확장 배터리 

모듈 

BP24V18 

AH 

BP36V18 

AH 

BP36V18 

AH 

BP48V18 

AH 

BP72V18 

AH 

BP72V18 

AH 

교체 배터리 팩 BC24V9A 

H 

BC36V7A 

H 

BC36V9A 

H 

BC48V9A 

H 

BC72V7A 

H 

BC72V9A 

H 

교채 배터리 

팩 수 

1 1 1 1 1 1 

제품 외관 

 

랙 크기 2U 

폼 팩터 Rack/Tower 

크기 (WxHxD) 

(mm3) 

438 x 88 x 410 438 x 88 x 

510 

438 x 88 x 630 

무게 (kg.) 11.6/14.1 11.6/14.1 15.5 19.5 23.3 27.5 

제품 환경 

 

온도 (동작 / 보관) 0-40°C (non-condensing) / -20 to +50°C 

습도 (동작 

/ 보관) 

20-90% RH / 10% to 95% (No 

condensing) 

장치의 

표면에서부터 

1.5M에서가청 

소음 

Less than 50dB 

인증 EN62040-2 C2 for C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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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시리즈 

Aten 모델명 OL100

0 LV 

OL100

0 

SLV 

OL150

0 LV 

OL200

0 LV 

OL2000 

SLV 

OL300

0 LV 

일반 
 

UPS 토폴로지 Double-Conversion 

에너지 절약 >96% (ECO) >96% >96% >96% 

(max) >89% (AC) (ECO) (ECO) (ECO) 
 >88% (Batt) >90% (AC) >90%(AC) >91% (AC) 
  >89% >90% >90% 

  (Batt) (Batt) (Batt) 

입력 
 

전압 100/110/115/120/125/127 VAC 
(127VAC not applicable for U.S. region) 

입력 전압 범위 80-150 VAC ± 5% @ 100% load 
55-150 VAC ± 5% @ 50% load 

Derate capacity to 80% when the output voltage is adjusted to 

100VAC 

입력 주파수 

범위 

40Hz - 70Hz 

정격 입력 전류 9.3A 9.3A 13.2A 17.6A 17.6A 26.4A 

입력 출력률 ≧ 0.99 @ nominal voltage (100% load) 

콜드 스타트 Yes 

플러그 타입 NEMA 5-15P NEMA 5-20P NEMA L5- 

30P 

전원 코드 6ft 

출력 
 

VA 1000 1000 1500 2000 2000 3000 

와트 1000 1000 1450 1930 1930 2880 

배터리 

파형 

Sine Wave 

배터리 전압 100*/110*/115/120/125/127VAC 
(127VAC not applicable for U.S. region) 

배터리 

주파수 

50/60Hz ± 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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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모델명 OL100

0 

LV 

OL100

0 

SLV 

OL150

0 

LV 

OL200

0 

LV 

OL200

0 

SLV 

OL3000 

LV 

전체 아울렛 8 9 

아울렛 타입 (8) NEMA 5-15R NEMA 5-20R (8) NEMA 

5-20R + 

(1) NEMA 

L5-30R 

아울렛 - 

배터리&서지 

보호 

8 9 

정격 역률 >0.96 0.97 0.96 

파고율 3:1 

고조파 

왜곡 

≦2 % THDv (Linear Load) 

≦4 % THDv (Non-linear Load) 

전압 제한 ± 1% (Batt) 

전송 시간 (AC to 

Batt.) 

0ms 

전송 시간 (인버터 

to Bypass) 

4ms (ECO) 

배터리 
 

반부하에서 

런타임(min) 

Half 

load 

10.1 

Half 

load 

12.9 

Half 

load 

10.3 

Half 

load 

10.0 

Half 

load 

12.8 

Half 

load 

10.1 

전부하에서 

런타임(min) 

Full load 

2.95 

Full load 

4.44 

Full load 

2.96 

Full load 

2.95 

Full load 

4.37 

Full load 

2.96 

배터리 타입 Sealed Lead-Acid 

배터리 팩 

전압 

24V 36V 36V 48V 72V 72V 

배터리 크기 12V/9AH 12V/7AH 12V/9AH 12V/9AH 12V/7AH 12V/9AH 

배터리 수 2 3 3 4 6 6 

핫스왑 가능 Yes 

일반 재충전 시간 3 hours recover to 95% capacity @2A charging current. Max 

charger current 8A 

확장 배터리 

모듈 

BP24V18 

AH 

BP36V18 

AH 

BP36V18 

AH 

BP48V18 

AH 

BP72V18 

AH 

BP72V18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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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모델명 OL100

0 LV 

OL100

0 

SLV 

OL150

0 

LV 

OL200

0 

LV 

OL200

0 

SLV 

OL300

0 

LV 

교체 배터리 팩 BC24V9A 

H 

BC36V7

A H 

BC36V9A 

H 

BC48V9

A H 

BC72V7A 

H 

BC72V9A 

H 

교체 배터리 

팩 수 

1 1 1 1 1 1 

제품 외관 

 

랙 크기 2U 

폼 팩터 Rack/Tower 

크기 (WxHxD) 

(mm3) 

438 x 88 x 410 438 x 88 x 

510 

438 x 88 x 630 

무게 (kg.) 11.6/14.1 11.6/14.1 15.5 19.5 23.3 27.5 

환경 

 

온도 (동작 / 보관) 0-40°C (non-condensing) / -20 to +50°C 

습도 (동작 

/ 보관) 

20-90% RH / 10% to 95% (No 

condensing) 

장치의 

표면에서부터 

1.5M에서가청 

소음 

Less than 50dB 

인증 cTUVus Complied with UL 1778: 2018 

& CSA C22.2 No. 1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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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동작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첫 단계는 모든 케이블이 소켓에 잘 연결되

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증상 가능한 원인 조치 

메인이 정상임에도 표시나 

알림음이 없습니다. 

AC 입력 전원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력 전원 코드가 메인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AC 입력 전원이 UPS 

출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C 입력 전원 코드를 AC 

출력에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아이콘 과 경고 코드 

가 LCD 디스플레이에 

깜빡이며 2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EPO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EPO 기능을 비활성화 

하기 위해 서킷을 

닫힘으로 설정합니다. 

아이콘 과 경고 코드 

가 LCD 디스플레이에 

깜빡이며 2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 입력의 라인과 중립 

컨덕터가 바뀌었습니다. 

메인 전원 소켓을 

180°으로 돌린 후 UPS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아이콘 , 그리고 경고 

코드 가 LCD 

디스플레이에 깜빡이며 

2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외부 또는 내부 

배터리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27이 표시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배터리 전압이 너무 

높거나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28이 표시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거나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록 

６１ 

증상 가능한 원인 조치 

아이콘 과 그리고 경고 

코드 이 LCD 

디스플레이에 깜빡입니다. 매 

초마다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UPS 출력에서 초과된 

부하를 제거하세요. 

UPS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UPS에 연결된 장치는 

Bypass를 통해 

전력망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UPS 출력에서 초과된 

부하를 제거하세요. 

반복되는 과부하 후, 

UPS가 Bypass 모드에서 

잠겼습니다. 연결된 장치가 

메인에서 직접 

공급받습니다.  

먼저 UPS 출력에서 

초과된 부하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UPS를 끄고 다시 

시작하세요. 

장애 코드 49가 LCD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가 입력 전류를 

초과했습니다. 

UPS 출력에서 초과된 

부하를 제거하세요. 

장애 코드 43과 아이콘 이 

LCD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 출력에서 과부하로 

인해 UPS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UPS 출력에서 초과된 

부하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14가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 출력에서 합선이 

생겨 UPS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출력 배선과 연결된 

장치가 합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01, 02, 03, 11, 12, 

13 그리고 41 가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UPS 내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2가지 

가능할 결과가 있습니다: 

1. 부하가 여전히 공급되고 

있으나 AC 전원에서 

bypass로 직접 공급됩니다. 

2. 부하가 더 이상 

전력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배터리 백업 시간이 정상 

수치보다 짧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습니다. 

최소 5시간 배터리를 

충전하고 용량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배터리 결함 판매자에게 연락해 

배터리를 교체하세요. 

 

  



UPS 사용자 매뉴얼 

６２ 

증상 가능한 원인 조치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2A가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충전기 출력에 합선이 

일어납니다. 

연결된 외부 팩의 배터리 

배선이 합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LCD 디스플레이에 장애 코드 

45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알림음이 울립니다. 

충전기에 출력이 없으며 

배터리 전압은 10V/PC 

이하입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록 

６３ 

보증 제한 

ATEN은 구매 지역의 제품 결함에 대해 최초 구매일로부터 [2]년의 보증 기간 (특정 지역/국가에 

따라 보증 기간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 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 기간은 ATEN LCDKVM 스위치의 

LCD 패널을 포함합니다. 1년 추가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상세 내용은 A+ 보

증 참고) 케이블과 액세서리는 표준 보증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보증 제한 범위 

ATEN은 보증 기간 동안 비용 청구 없는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결함 시 ATEN은 (1) 새 

구성품이나 또는 수리된 구성품으로 보수하거나 (2) 결함이 있는 제품과 같은 기능을 충족하는 

동일한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교환된 제품은 본래 제품은 남은 보증 기간을 추

정하거나 90일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보증합니다. 제품 또는 구성품이 교환될 때 교체한 제품은 

고객의 자산이며 교체된 제품은 ATEN의 자산이 됩니다. 

 

보증 정책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위해 ATEN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aten.com/global/en/legal/policies/warranty-policy 

 

 

http://www.aten.com/global/en/legal/policies/warranty-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