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bert PSI UPS
1000VA-3000VA
사용자 매뉴얼

◈ 본 매뉴얼은 사용자에게 Liebert PSI UPS 1000VA - 3000VA의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이노컴퍼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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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Liebert PSI RT는 간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 제작된 line-interactive UPS로서 사용자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품질의 AC전원을 공급합니다.
Liebert PSI RT는 전면에 부하 레벨, 축전지 레벨, buck/boost 상태 및 입력 배선의 이상 상태 감지 및 축전지의 상태를
감지 할 수 있는 표시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기능을 가진 3개의 버튼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ON/Alarm
Silence/Manual Self-Diagnostics와 OFF 및 디스플레이의 상태를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 UPS 전면

그림 2 1000 및 1500 UPS 후면

그림 3 2200 및 3000 UPS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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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부품
GXTPSI XR UPS와 함께 제공되는 부자재들은


사용자 매뉴얼과 Liebert Shutdown software가 수록된 디스크



DB9 시리얼 케이블



USB 케이블



입력 전원 코드 2200/3000 2개



입력 전원 코드 1000/1500 2개



출력 전원 코드 2200/3000 3개



타워형 설치 스탠드



랙 마운트 핸들



Battery – UPS 탭

그림 4 제공되는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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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S의 설치
3.1 준비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 했는지를 우선 검사합니다. 손상이 발견될 경우 공급 대리점에 연락을 조치를 받습니다.

주의
UPS는 중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기기의 손상이나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UPS와 축전지
캐비닛의 중량은 테이블 6과 테이블 7을 참조 바랍니다. 특히 운반 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Liebert PSI XR은 타워 타입과 랙 타입 모두 설치가 가능 합니다. 설치 장소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 합니다.
본 UPS는 실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주위 환경이 제어가 가능한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 바랍니다. 설치 시
수분 또는 가연성 액체와 가스 및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등을 주위에서 제거 바랍니다.

그림 5 UPS의 설치 장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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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워 UPS 설치
아래 그림 6을 참조하여 Liebert PSI XR UPS를 설치 바랍니다.

그림 6 타워 형태로 설치 – 타워 스탠드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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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랙 마운트 UPS 설치
아래 그림 7을 참조하여 Liebert PSI XR UPS를 설치 바랍니다

그림 7 랙에 설치

경고
UPS나 축전지를 랙의 상부에 설치하면 넘어질 확률이 증가랍니다. 가급적 중량이 많이 나가는 UPS나 축전지를
랙의 하부에 설치하여 위험성을 줄여 주십시오

주의
UPS는 중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랙에 UPS나 축전지를 설치 할 때에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이 같이 설치하여
아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참조
랙에 UPS를 설치할 때에는 양 쪽에 선반, 슬라이드 레일 및 브라킷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랙에 고정해야 합니다.
랙 마운트 핸들은 UPS 중량을 지탱할 수 없으며 핸들은 UPS를 랙에 넣고 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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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치 시 디스플레이 방향 조정
Liebert PSI XR UPS는 설치 방법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돌려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앞으로 잡아 당긴 후 옆으로 돌린 후에 다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그림 8 디스플레이의 방향 조절

3.5 입력 전원 및 부하의 연결
Liebert PSI XR UPS 후면에 입력 케이블을 연결하고 부하 장비는 출력 콘센트에 연결 합니다.
상세한 연결 방법은 아래 그림 9를 참조바랍니다.

그림 9 입력 케이블 및 부하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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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네트워크 서지 보호 연결
10 base-T/100 네트워크 케이블을 UPS 후면에 위치한 RJ-45 네트워크 서지 보호 IN 잭에 연결합니다.
OUT 잭을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합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네트워크 서지 보호 시스템 연결

3.7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 연결
UPS를 관리할 통신 방법을 우선 결정합니다. Liebert PSI XR UPS는 아래의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감시가 가능합니다.


시리얼



기계적인 접점




USB 포트
SNMP

UPS와 함께 제공되는 셧다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CD 및 6.4 – UPS 통신을 참조 바랍니다.

그림 11 컴퓨터 인터페이스 포트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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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PO 스위치 연결
Liebert PSI XR UPS에는 비상 시에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EPO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EPO 회로가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공급해야 합니다. EPO 회로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는 NO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2 EPO 스위치의 구성

3.9 외장형 축전지의 설치
사용자 성택 사양인 외장형 축전지를 이용하면 정전 보상 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장형 축전지는 UPS 옆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UPS 하부에 설치할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장형 축전지를 사용할 경우 최대 정전 보상 시간은 100%
부하 시에 3시간 입니다.
1.

UPS에 연결된 모든 부하를 제거하고 UPS를 셧다운 시킵니다.

2.

외장형 축전지 캐비닛을 타워 타입 또는 랙 타입으로 설치합니다(그림 13 또는 3.3 절을 참조)

3.

캐비닛 후면에 있는 축전지 케이블 연결 포트에 연결 케이블을 연결 시킵니다(그림 14 참조)

그림 13 타워 형태의 축전지 캐비닛 설치 방법

주의
외장형 축전지 연결 케이블은 테이블 1과 같이 각각 고유의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
반드시 색상을 확인한 후에 연결해야 합니다.

UPS 모델
PS1000RT3-230XR
PS1500RT3-230XR
PS2200RT3-230XR
PS3000RT3-230XR

정격 전압(케이블 색상)

축전지 캐비닛 모델

24VDC(적색)

PSRT3-24VBXR

48VDC(회색)

PSRT3-48VBXR

테이블 1 축전지 캐비닛 케이블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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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UPS와 축전지 캐비닛 연결
축전지 방전 시간은 테이블 8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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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 및 표시
이번 장에서는 UPS의 전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전면에는 8개의 LED가 UPS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아래의 그림 15와 테이블 2를 참조바랍니다.

번호

이름

1

LED 1

AVR Boost

UPS가 AVR Boost 모드로 운전 중

2

LED 2

AVR Buck

UPS가 AVR Buck 모드로 운전 중

3

LED 3

축전지 상태

4

LED 4

접지/배선 이상

5

LED 5

과부하

1-5

상태 표시

부하/축전지 레벨

UPS 상태 설명

축전지의 이상/성능 저하
UPS 접지/배선 이상
UPS 과부하
부하/축전지 레벨 표시

6

상태 변경 버튼

부하레벨 표시에서 축전지 레벨 표시로 전환

7

OFF 버튼

UPS OFF

8

ON 버튼

UPS ON, 수동으로 자체 진단(정상 모드), 경보소리를 중지(축전지 모드)

9

LED 9

정상 모드

10

LED 10

축전지 모드

11

LED 11

UPS 고장

UPS가 정상 모드로 운전 중
UPS가 축전지 모드로 운전 중
UPS 고장
테이블 2 디스플레이 및 상태 기능,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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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어 버튼
4.1.1 On/Alarm Silence/Manual Self-Diagnostic 시험
이 버튼은 출력 전원을 제어하며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PS ON


경보 소리 제거



수동 자체 진단 시험

ON – 3초 이상 이 버튼을 계속 누르면 UPS가 시작됩니다(경보 소리가 한번 짧게 들립니다). ON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전원 전압이 허용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축전지 모드로 UPS가 시작됩니다.
Alarm Silence – 축전지 모드로 운전될 때 경보가 울리며 이 때 버튼을 1초 이상 누른 후 다시 놓으면 경보음이 사라집니다.
Manual Self-Diagnostic Test – 수동으로 자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메인 입력이 정상일 때 3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UPS가 축전지 모드로 전환되며 축전지 전압 감지 및 UPS의 정상 가동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LED가 축전지가 약한 것으로 표시하면: 최소 8시간 이상 축전지를 충전 시킨 후 다시 시험을 실시합니다.
여전히 축전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면 축전지를 교체합니다.
만일 LED가 축전지의 고장으로 표시하면: 축전지를 교체 합니다.
만일 LED가 UPS의 고장으로 표시하면: 부하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시험을 실시합니다. 여전히 UPS의 고장으로
표시되면 Liebert 대리점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습니다.

참조
각각의 LED의 내용은 그림 15 및 테이블 2를 참조 바랍니다.

4.1.2 Off 버튼
UPS가 정상 모드나 축전지 모드로 운전 중일 때 이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면 UPS의 운전이 중지되고 셧다운 됩니다.

4.2 상태 표시기
4.2.1

상태 변경 버튼

이 상태 버튼을 누르면 UPS 전면에 있는 5개의 LED가 UPS의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LED가 표시하는 기본 자료는
부하의 레벨입니다. UPS가 ON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5초 동안 축전지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기능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사양은 4.2.4 – UPS 상태 표시기를 참조 바랍니다. 버튼의 위치는 그림 15 및 테이블 2를 참조 바랍니다.

4.2.2

부하 레벨 표시기

UPS 전면에 있는 5개의 LED는 부하의 양이 증가하면 차례대로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약 5% 정도의 근사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LED의 색깔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LED 1

LED 2

LED 3

LED 4

LED 5

10 – 24% 녹색

25 – 49% 녹색

50 – 74% 황색

75 – 99% 황색

100% 이상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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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축전지 레벨 표시기
UPS 전면에 있는 5개의 LED는 축전지 충전 레벨이 증가하면 차례대로 하나씩 켜지게 됩니다. 상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약 5초 정도 축전지의 상태를 표시 합니다. 약 5% 정도의 근사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LED의 색깔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LED 1

LED 2

LED 3

LED 4

LED 5

100 – 76% 녹색

75 – 51% 녹색

50 – 26% 황색

25 – 11% 황색

10% 이하 적색

4.2.4

UPS 상태 표시기

UPS 전면에 있는 여러 개의 LED가 계속 켜져 있거나 깜박이면서 UPS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메인 모드 - 메인 입력이 정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LED 9번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축전지 모드 - UPS가 축전지 모드로 운전 주에는 LED 10번이 계속 켜져 있게 됩니다.
AVR Boost, AVR Buck - UPS가 AVR Boost/ AVR Buck 모드로 운전 중에는 LED 디스플레이가 출력 부하 량을 표시하며
LED 1 (boost) 또는 LED 2(buck)가 깜박거리면서 모드 상태를 표시합니다.
축전지 상태 약함 - 축전지의 전압이 낮으면 LED 디스플레이가 깜박거리며 LED 3번이 깜박거립니다.
배선 이상 - 배선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LED 4번이 깜박거립니다.
과부하 - UPS가 과부하 상태로 운전 중에는 LED 디스플레이는 현재의 부하량을 나타내며 LED 5번이 깜박거립니다
상태

LED 1

LED 2

LED 3

LED 4

LED 5

AVR Buck 모드

LED 11

계속 켜짐
녹색

녹색

깜박임

계속 켜짐
녹색

녹색

깜박임

계속 켜짐
황색

축전지 모드
축전지 약함

LED 10

녹색

정상모드
AVR Boost 모드

LED 9

깜박임
황색
깜박임
황색

배선 이상

깜박임
적색

과부하

깜박임

축전지 이상

황색

적색

셧다운

계속 켜짐

계속 켜짐

과부하 셧다운

적색

적색

계속 켜짐

계속 켜짐

UPS 출력 이상

황색

황색

셧다운

계속 켜짐

계속 켜짐

테이블 3 상태 표시기 – 색상 및 점등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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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PS의 운전 모드
5.1 정상 모드
UPS가 정상 모드로 운전 중에는 정상모드 포시기에 녹색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5.2 Buck/Boost 모드
자동 전압 조정(AVR) 회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력 전원의 써지나 새그 등과 같은 이상 전원을 제거합니다.
Liebert Psi XR 내부 부품은 낮은 전압은 올려주고(Boost) 높은 전압은 낮춰주는(Boost)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AVR 기능을 통하여 축전지의 사용 없이 입력 전압의 이상을 보정하여 줍니다.

5.3 축전지 모드
UPS가 정상 모드로 운전 중에 입력 전원의 이상이 발생되면 UPS는 축전지 모드로 변경됩니다.
UPS가 축전지 모드로 운전 중에는 축전지 표시등이 황색으로 변하며 경보음이 2초 간격으로 발생됩니다. 축전지의
용량이 줄어들면 램프의 켜진 수량도 줄어듭니다.

5.4 축전지 재충전
UPS가 정상 모드로 다시 복귀되면 축전지의 재 충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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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UPS의 통신
6.1 DB-9 커넥터
UPS 후면에는 DB-9(9 핀 female)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는 컴퓨터에 Liebert 셧다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UPS의 상태를 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리얼 통신과 On Battery 및 Low Battery 신호를 송출합니다.
출하 시에 박스 내부에는 Liebert 셧다운 소프트웨어 및 1.8 미터의 시리얼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정전이 진행되어 축전지가 약해지면 Liebert 셧다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부하 장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자동으로
셧다운 시켜주는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테이블 4 DB-9 핀 구성도

6.2 DB-9을 이용한 원격 셧다운
UPS 후면의 DB-9 핀 5번과 6번 또는 4번과 5번을 쇼트 시키면 UPS를 셧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6.2.1

Any Mode 셧다운(핀 5번과 6번)

UPS 후면의 DB-9 핀 5번과 6번을 쇼트 시키면 모든 모드에서 UPS를 셧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쇼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UPS의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쇼트를 제거한 후, ON/Alarm Silence/Manual Self-Diagnostics Test
버튼을 누르면 UPS가 다시 동작을 합니다.

6.2.2 축전지 Mode 셧다운(핀 4번과 5번)
UPS가 축전지 모드로 운전 중에 5-12VDC 신호를 2초 이상 주면 UPS가 셧다운 됩니다. 2초 미만의 신호는 무시됩니다.
핀 4번이 셧다운 신호를 받으면 2분의 셧다운 타이머가 카운트 다운을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된 카운트 다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카운트 다운 중에 입력이 다시 들어 오더라도 카운트 다운이 종료되면 UPS는 셧다운 됩니다.
UPS는 입력이 회복된 다음 10초 후에 자동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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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J-45 데이터 라인 보호 커넥터
UPS 후면의 데이터 라인(입력 및 출력)을 통하여 네트워크 장비에 과도 전압 서지 억제(TVSS)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4 UPS 통신
Liebert PSI XR UPS는 Liebert IntelliSlot 포트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포트를 통하여 진보적인 통신 및 감시 기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셧다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UPS의 상태를 감시하며 정전이 지속되어 축전지의 소모가 거의 다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사전에 프로그램 된 순서대로 부하 장비를 USB 또는 RS-232 포트를 통하여 셧다운 시킵니다.
Liebert IS-WEBRT3 소프트웨어는 SNMP와 Web 기반의 감시 및 제어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참조
각각의 LED의 내용은 그림 15 및 테이블 2를 참조 바랍니다.

6.5 UPS 인버터 출력 전압 변경
Liebert PSI XR UPS 후면에는 2-핀 DIP 스위치로 구성된 출력 전압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은 220V, 230V, 240V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UPS가 축전지 모드로 운전 중에 상하 전압 셋팅을 변경 시켜 줍니다.
공장 출하 시에는 230V로 설정됩니다.

그림 16 DIP스위치를 이용한 전압 변경

테이블 5 전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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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전지의 유지 관리
7.1 축전지의 충전 및 저장
Liebert PSI의 내부 축전지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 전에 사용 지침서를 숙독한
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축전지는 지방 대리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7.2 축전지의 교체
참조
내부 축전지 팩은 Hot-Swap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체 중에는 부하의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주의를 요
합니다.
1. 전면 좌측의 베젤을 고정한 2개의 스크류를 풀어 냅니다
2. 베젤을 분리 합니다.
3. 축전지 브라킷을 고정한 2개의 스크류를 풀어 냅니다.
4. 축전지 커넥터 지지대를 고정한 스크류를 풀어 냅니다.
5. 2 슬롯 적색/회색 및 흑색 축전지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6. 축전지 팩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서 빼냅니다.
7. 새로운 축전지 팩의 포장을 해체 합니다.
8. 신규 축전지와 기존 축전지의 비교를 합니다. 이상이 없을 시에 신규 축전지를 장착합니다. 만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리점에 연락 합니다.
9. 새로운 축전지를 UPS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10. 축전지 브라킷을 다시 고정합니다.
11. 슬롯 적색/회색 및 흑색 축전지 커넥터를 다시 조립합니다.
12. 축전지 커넥터 지지대를 다시 고정합니다.
13. 전면 좌측의 베젤을 다시 고정합니다.

그림 17 축전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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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사양서

테이블 6 Liebert PSI XR 기술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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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7 Liebert PSI XR 축전지 캐비닛 기술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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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8 Liebert PSI XR 축전지 보상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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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roubleshooting
이번 장에서는 UPS의 사용 중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 및 그 해결 방안을 설명 합니다. 다음의 설명을
토대로 원인이 외부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태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UPS의 경보가 발생되면 아래 테이블 9를 참조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UPS 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고장 형태

원인
UPS가 Short Circuit 상태 이거나 과부하

UPS의 시작이 안 된다

UPS가 축전지로 시작되며 AC로
전환이 안 된다

상태임

해결 방안
UPS 후면의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개방되어 있는 경우 차단기를 닫고 다시 UPS를
살려본다.

축전지가 연결이 안됐거나 완전 방전 상태

축전지의 연결 상태 점검

UPS 입력 플러그가 빠짐

입력 플러그를 점검하여 확실하게 꽂는다.

UPS 입력 차단기의 개방

UPS 입력 차단기의 개방 상태 점검

메인 입력 전원이 설정치를 초과

메인 입력 전원을 점검하여 조정한다.

UPS가 Short Circuit 상태 이거나 출력의 이상
상태; LED10과 LED11에 불이 들어오고 경보음

부하를 제거하고 UPS를 다시 살려본다.

발생
UPS가 셧다운 상태임

LED3과 LED11에 불이 들어오고 경보음 발생
축전지 수명이 다되어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
Liebert 셧다운 소프트웨어

축전지 약함 LED(LED3)가
깜박거린다.

축전지를 8시간 이상 충전 후에 다시 UPS를
살려본다
축전지를 교체한다. 지방 대리점이나 Emerson
대리점 또는 엔지니어에 연락 후 조치를 취한다.
대리점에 연락하거나 LAN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협의한다.

축전지가 약한 상태임

축전지를 충전 시킨다

축전지 교체 필요

축전지를 교체한다.

테이블 9 Trouble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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