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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무정전전원장치) 운용설명서

1. 운 전 요 령

1. 모든 회로 차단기가 OFF된 상태에서 “BYPASS 회로차단기(CB1)”를 ON 시킨다. 

: 3～10초 후 전면의 부저소리와 LCD가 켜지는지 확인한다.

2. “INPUT 회로차단기(CB2)”를 ON 시킨다.

3. 전면 Touch Screen의 주 메뉴에서 “시스템 운전”을 눌러 “수동운전” MODE를 통하여 충전기를 가

동 시킨다. 

   주 의  : 상(R. S. T) 결선이 잘못된 상태에서 BATTERY 회로차단기를 ON 하면 U.P.S.가 손상되

므로  주의요함

4. "OUTPUT 회로차단기(CB4)"를 ON 시키면 출력부하에 전원이 공급된다.

5. 전면 Touch Screen의 주 메뉴에서 “시스템 운전”을 눌러 “수동운전” MODE를 통하여 인버터 가동 

시킨다.

6. 전면 Touch Screen의 주 메뉴에서 “시스템 운전”을 눌러 “수동운전” MODE를 통하여 인버터 전환

하여 출력을 인버터로 절체 시킨다. 

7. 주 메뉴에서 “시스템 계측치”를 눌러 직류전압을 확인한 후 “축전지 회로차단기(CB3)”를 ON 시킨다.

( 그 림 ) 

     (초기화면)                (시스템 계통도 화면)               (주 메뉴 화면)

 2. 정 지 요 령

1. 주 메뉴의 “시스템 운전”에서 “수동운전” 메뉴를 통하여 인버터와 충전기를 OFF 시킨다.

2. M.C.C.B 차단 동작순서 : CB4 → CB3 → CB2 → CB1 

 3. 비상운전방법(수동 바이패스 운전)

1. 인버터부, 바이패스부, 기타 회로상 중대한 고장이 발생 했을 때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운

전이며 장비 고장시에 수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반드시 인버터 정지 OFF 상태에서 EMERGENCY (CB5)스위치를 ON 투입 후 CB4, CB3, CB2, CB1 

OFF 하여 사용한다.



안 전 규 정

(주)영신엔지니어링 제품을 사용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PS를 설치하여 기동하기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본 UPS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및 다음에 나올 새로운 version의 UPS에 대한 기준

을 위하여 이 취급설명서를 보존하세요.

모든 서비스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커버를 열거나 제거함으로써 위험 전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예방책이 이 취급설명서의 완벽성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한편, (주)영신엔지니어링은 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이나 에러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나 

부담을 떠맡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영신엔지니어링의 허가 없이 복사되거나 재판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취급설명서의 내용은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내부에 사용되는 위험, 경고, 주의 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장비 취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설치, 조작, 점검 및 기타 운용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체상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품표기

<위험>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

상을 입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긴급성을 

높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경고>
이 표시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접촉 시 고전압에 

의한 감전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경고>
이 표시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 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설명서

표기
<주의>

이 표시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취급설명서에 명기를 하는 

표시입니다.

<주의>

1. 본 장비는  제품이 보증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본 장비는 권한 있고 인정된 운용자에 한하여 운용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커버를 제거함으로써 위험 전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임의로 장비를 수정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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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STEM 개요 

1.1 개 요

  본 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각 종 장애 (정전사고, 순간정전,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SURGE, FILICKER등)에 대해 무정전,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부하장비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순시전압 제어방식의 정지형 무정전전

원장치입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주)영신엔지니어링의 UPS에 대한 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장비의 올바른 운용법을 이해, 숙달시킴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

며, 고장시 신속히 대처하여 최단시간내에 장비를 정상 동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2 동작상태

1.2.1 정상상태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수전하는 정류부는 IGBT 제어에 의해 교류를 직접 정전압으로 변환

시켜 인버터에 직류전력을 공급하고 충전부는 축전지를 부동 충전 상태로 유지하며, 인버

터는 직류를 안정된 교류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게 합니다.

1.2.2 정전시 

상용 또는 예비전원이 정전되면 평상시 충전기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방전보상이 이루어져 인버터에 직류전력을 공급하므로 정전 시에도 부하는 무정전 상태로 

주어진 방전 시간 동안 계속 운전되며 이때 어떠한 전력 공급의 끊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1.2.3 정상복귀 

상용 또는 예비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정류부와 충전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정류부는 인

버터에 전력을 공급하여 무순단으로 부하에 안정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충전부

는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재충전시킨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

며 이때 어떠한 전력 공급의 끊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1.2.4 고장 또는 과부하시 

인버터부의 출력주파수 및 전압과 상용전원을 자동 동기시키는 방식으로 장비의 고장 또

는 과부하시 상용전원과 동기된 상태로 동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무순단 절체되어 부하

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MANUAL (HiPERI-9300 (T) Series) 2

   직

   류

   전

   원

축 전 지 종 류 수요처 선택

정 전 보 상 시 간 수요처 선택

축 전 지 수 량
수요처 선택

20cell 30cell

정 격 전 압 (V) 240 V 360 V

종 지 전 압 (V) 210 V 315 V

충 전 전 압 (V) 264 V 396 V

1.3 전기적특성             

          용    량 ( KVA ) 10∼20 30∼50 60∼500

   일

   반

   적

   사

   항

냉 각 방 식 강제풍냉식

사 용 정 격 100% 연 속 사 용

정류및  충전부제어방식 IGBT PWM 제어방식

인 버 터 제 어 방 식 IGBT PWM 제어방식

사 용 소 자 IGBT

S T / S W 절 체 방 식 무순단 동기 절체 방식

   입
   력
   전
   원

상 수 3상 4선식

정 격 전 압                     380/220V

전 압 변 동 범 위                      정격의 ±10%

정 격 주 파 수 60㎐±5% 

입 력 역 률 0.98 이상 

   출

   력

   전

   원

상 수 3상 4선식

정 격 전 압 380/220V

전 압 안 정 도                       ±1% 이하

정 격 주 파 수 60㎐ ±0.3% 이하

과도 전압 및 응답 속도 정격 전압의 ±2% 이내로 복귀시  

과 도 전 압 변 동 ±5% 이내 

과 도 응 답 속 도 20ms 이내

출 력 전 압 조 정  ±5%

파 형 왜 율 3% 이내 (Linear Load)

과 부 하 내 량 125% 10분이상

역 률 0.8 LAG

소 음 55dB 이하 65dB 이하 70dB 이하

  종 합 효 율 90%이상

 동  기
 절  체

동 기 절 체 시 간 4ms 이내

절 체 조 건 ∘인버터비정상 ∘출력과부하 ∘직류저전압 ∘수동절체

 절  연
 특  성

절 연 내 압          (전압x2+1000)V 60Hz 로 1분 간 인가

절 연 저 항          DC 500V MEGGER로 측정시 5MΩ 이상

 온  도
 상  승

변 압 기 류 140 DEG 이하

반 도 체 류  80 DE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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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 및 설치 

2.1 운 반 

2.1.1 U.P.S.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장비 무게 이상의 짐을 옮길 수 있는 운반기를 사용하여 하

부 CHANNEL이나 나무상자의 밑부분을 들어 올려서 운반하며 운반시 흔들려서는 안되며 

수직에서 15°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운반해야 합니다.

2.1.2 물리적이나 전기적인 충격은 기기의 부량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2.1.3 가연성물질을 장비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4 금속조각, 나사등의 도전체나 기름등의 가연성물질이 UPS함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

시오. 불량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2.1.5 기기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족된 부품이나 가시적인 물리적 손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주)영신엔지니어링에 연락하십시오.

2.1.6 갈고리 등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해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2.1.7 설치하기 이전에 U.P.S.는 습기, 먼지 그 외의 장비에 해로운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2.2 설 치 

2.2.1 설치조건

1) 주위온도 :  0℃ ～ +40℃ 

2) 상대습도 : 90% 이하

3)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4) 설치장소 : 옥내

위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비, 바람이 차단되고 직사광선 및 다른 열원으로부터 피할 수 있

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2.2 설치와 안전

논리회로 기판과 CONTROL PANEL의 부품들은 충격이나 정전기에 의하여 오동작하기 쉬

우므로 이들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풍구는 판넬 전, 후면에 설치되

어 있으므로 U.P.S. 전, 후면 판넬쪽에는 항상 원활한 통풍을 위해 20cm 이상의 공간이 유

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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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초기 설치

초기 설치 사항은 공장에서 출하된 장비가 현지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전될 때의 점검 사

항입니다.

장비의 최적운전을 위하여 반드시 점검하여 주십시오.

1) 운송중 파손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운전하기전 발주된 사양과 입고된 장비의 입.출력 전압 및 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설치자는 장비를 결선 하기전에 입력 전압과 축전지 전압을 측정계기로 확인하여 입고

된 장비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2.4 배선의 연결방법

1) 입력차단기가 OFF 상태인지 확인 후 배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2) 배선작업은 가급적 전기공사 전문가나 전문 엔지니어가 시행해 주십시오.

3) AC 입력 배선을 연결 할 때는 전압을 미리 점검한 후 입력 전원에 맞게 결선하여 주십

시오. 

4) 입력단자, 축전지 단자, 출력단자를 구분하여 배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5) 입력삼상의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이 바르게 연결해 주십시오.

6) 축전지 배선은 “＋”, “－” 극성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후 연결해 주십시오.

7) UPS 단자 연결

DC 360V or 240V상 4선 380/220V

축전지 단자대입력 단자대

단자대 배치도 >

상 4선 380/220V

출력 단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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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절차

3.1. 사전 유의사항

3.1.1. 본 장비의 운전에 앞서 운영자는 기동/정지 및 고장, 점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합니다.

3.1.2. 전기 배선이 계통도에 의하여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1.3. 보수점검 시나 수리 시 UPS를 정지시킬 경우 항상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 감전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3.2. 준비사항

3.2.1. INPUT 회로차단기(CB2), OUTPUT 회로차단기(CB4) 가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2.2. UPS LINE내의 모든 콘넥터와 기판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접촉상태를 확인합니다.

< UPS 차단기 배치도 >

3.3. 운전요령

3.3.1. 모든 회로차단기가 OFF된 상태에서 BYPASS 회로차단기(CB1)를 ON 시킵니다.

3.3.2. 전면 Touch Screen이 켜집니다. 3~5초 후 INPUT 회로차단기(CB2)를 ON 시킵니다.

3.3.3. OUTPUT 회로차단기(CB4)를 ON 하고 부하장비의 전원을 켬으로써 부하에 전원의 이상 유

무를 판별하도록 합니다. (인버터 가동 중 출력단의 단락은 장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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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면>

바이패스 전원이 투입되면 그림과 같이 

초기 화면이 Touch Screen 상에 표기 되

며, < ENT >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진행

합니다. 

<그래픽 화면>

그림과 같은 화면에서 입력 전원을 투입

하고 그래픽 화면에서 시스템 운전을 하

기 위하여 <주 메뉴>를 눌러 <주 메뉴>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주 메뉴> 화면

<주 메뉴> 화면에서 초기 운전을 위하여 

<1. 시스템 운전>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수도 있습니다.) 

3.3.4. 전면 Touch Screen의 주 메뉴에서 “시스템 운전”을 눌러 “수동운전” MODE를 통하여  충

전기와 인버터를 가동 시킵니다.

3.3.5. 충전기 운전 시 직류전압을 확인한 후 축전지 단자의 전압과 극성을 확인 후 “축전지 회로

차단기(CB3)”를 ON 하며, 시스템 운전에서 인버터로 절환을 실행합니다.

3.3.6. 시스템 운전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작합니다.

가) 시스템 운전 조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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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입력화면 >

그림과 같이 비밀번호 입력화면에서 비밀

번호 칸을 눌러 비밀번호 입력버튼을 활

성화 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버튼 화면 >

초기 비밀번호는 1111 또는 1234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스템운전 화면으

로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 오류시 화면 >

설정된 비밀번호를 틀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띄웁니다. 비밀번호를 재  

확인 후 입력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 1. 시스템 운전 > 화면

그림과 같이 < 1. 시스템 운전 > 화면에

서 처음 가동 시에는 수동운전을 선택하

여 이상 유무를 판별하여 운전을 시도 합

니다.

* 장비 운영 중에 정전으로 인한 장비의 

off 상태에서 다시 전원이 공급될 경우 자

동운전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운전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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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동운전 > 화면

그림과 같은 화면에서 수동으로 충전기 

운전, 인버터 운전, 인버터로 절환을 차례

로 눌러 장비를 운전하도록 합니다.

충전기 운전 실행 화면

충전기 운전을 선택 시 그림과 같은 창이 

열리고 “예”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 

합니다.

<1. 충전기 운전 > 화면

충전기 운전 시 < 1. 충전기 운전 수행 > 

진행바가 표시되며 정상 운전이 되면 정

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충전기 DC 

전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전이 되면 ESC를 눌러 < 2. 수동

운전 >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1. 충전기 운전 > 화면

충전기 운전 시 이상이 발생하면 그림과 

같이 “장애발생, 여기를 누르세요” 경보가 

표시되며 경보를 누르면 경보 내역 창으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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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내용 > 화면

경보 내용을 확인 후 경보 발생 원인을 

제거 한 다음 다시 충전기 운전을 수행 

합니다.

< 2. 수동운전 > 화면

그림과 같이 <1. 충전기 정지> 선택버튼

이 활성화가 되며, <1. 충전기 정지>를  

누를 경우 충전기의 정지 화면이 실행됩

니다. 

< 2.인버터 운전 > 선택버튼을 선택하여 

인버터 운전 실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버터 운전 실행 화면

인버터 운전을 선택 시 그림과 같은 창이 

열리고 “예”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 

합니다.

< 2. 인버터 운전 > 화면

인버터 운전 시 < 1. 인버터 운전 수행 > 

진행바가 표시되며 정상 운전이 되면 정

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정상 운전이 되면 ESC를 눌러 < 2. 수동

운전 >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이상 발생시 충전기 이상 발생 화면과 

동일하게 “장애 발생 여기를 누르세요” 경

보가 활성화되며 경보내역 확인 후 이상

요소를 제거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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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동운전 > 화면

충전기 정지와 마찬가지로 < 2. 인버터 

정지 > 버튼이 활성화 되면 누르면 정지 

실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버터의 정상운전이 실행되면 축전지를 

투입하고 < 3. 인버터로 절환 > 선택 버

튼을 눌러 출력 부하에 인버터 전원을 공

급하도록 합니다.

인버터 절환 실행 화면

인버터로 절환을 선택 시 그림과 같은 창

이 열리고 “예”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 합니다.

< 3. 인버터로 절환 > 화면

인버터로 절환 시 < 1. 인버터로 절환 > 

진행바가 표시되며 정상 운전이 되면 정

상 표시가 나타납니다. 

정상 운전이 되면 ESC를 3번 눌러 그래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상 운전 그래픽 화면

그림과 같이 장비는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입력 전압 및 출력전압 축전지 전압표기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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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부로 절환

시스템을 정지할 경우 DISPLAY 화면에서 

<주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 메뉴>화면에서 <1.시스템 운전>을 

선택한 후 <2.수동 운전>을 선택하여 비

밀번호를 입력 하면 그림과 같은 화면에

서 <3. 절체부로 절환>을 선택한 후 출력 

차단기 (CB4)를 개방(OFF) 합니다.

인버터 정지

<2.인버터 정지>를 눌러 인버터 운전을 

정지 시킵니다.

충전기 정지

<1.충전기 정지>를 눌러 충전기 운전을 

정지 시킨 후 축전지 차단기(CB3)를 개방

(OFF)한 후 입력 차단기(CB2)를 개방(OFF)

합니다.

정상 운전 그래픽 화면

그림과 같은 화면일 때, 바이패스 차단기

(CB1)를 개방(OFF) 함으로서 장비가 정지 

됩니다. 

 일정시간 동안 장비내부에 잔여 전압 

및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판넬을 

열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나) 시스템 정지조작방법



MANUAL (HiPERI-9300 (T) Series) 12

나) 비상운전

본 장비는 미세 조정 상태로 출하하므로 비정상으로 동작 시는 인쇄 회로기판 내의 제어 

볼륨을 조정하는 것을 금하며 이때는 인버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동기절체부의 고장으로 BYPASS 운전 또한 불가능하다면 EMERGENCY 회로차단기

(CB5)를 투입(ON) 하여 비상 운전을 실시하고 (주)영신엔지니어링으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 의>

전면 내부의 EMERGENCY 회로차단기(CB5)는 비상전원용이므로 기기의 정상 

동작 시 항상 OFF 상태이어야 하며 고장 또는 장비 점검 시에만 투입하여

야 합니다.

만약, INVERTER 가동 시 EMERGENCY 회로차단기(CB5)를 투입하였을 경우

에 기기 내부에 동기이상에 의한 단락사고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사용을 하

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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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PS 점검 및 폐기

4.1. UPS 점검의 필요성

UPS의 구성품의 마모 열화나 경년 열화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고장에 의한 정지는 업무 수행상

의 장해로 되어 손실을 증대 시키게 된다. UPS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최대한의 성

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유지보수 점검은 설

비의 기능 및 신뢰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수리비를 감소시키며 UPS의 수명을 연장하고 설비

의 유효활용과 유지보수비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기적인 유지보수의 실시로 얻어지는 주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발적인 고장의 감소

▣ 장치기능의 유지

▣ 고장으로 생기는 손실(부하 시스템의 정지, 업무의 정체)의 저감

▣ 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설비갱신 비용의 감소

4.2. 점검 시 주의 사항

UPS를 점검시, 반드시, UPS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 또는 서비스 엔

지니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점검을 위해 UPS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켰다고 할지라

도 위험한 전압이 UPS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상에 명시된 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UPS를 조작하십시오.

4.3. 유지 보수 점검 내용 및 점검 주기

UPS의 유지보수 점검 내용 및 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점검 내용

과 점검 주기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4.4. 설비의 비교

일반적으로 새로운 설비보다 오래된 것이 고장 발생율이 많으므로 점검내용이 상세하고 점검주

기도 단축해야 합니다. 

4.5. 설비의 중요도

UPS는 항상 운전하고 있으며 고압, 대전류가 통전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운전되

는 전자장비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 부품이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다른 전자제품에 비

하여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대한의 수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장시간의 수

명과 양질의 전원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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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환경조건

설비의 위치와 환경이 나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옥내, 옥외, 분진, 환기, 습기, 가

스, 진동 유무, 절연물의 열화, 금속의 부식, 발열에 의한 소손, 단락 등 사고의 가능성이 많은 환

경일 경우, 점검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4.7. 사고이력

환경조건의 불량등에 의해 고장을 반복하는 설비가 있으며 그것부터 사고 재발 방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4.8. 부하상태

동작 빈도가 많은 설비부터 점검주기는 단축, 부하조건의 증가 등으로 각 부하가 과부하가 예상

되는 설비는 점검주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4.9. 점검내용 및 주기

보다 오랫동안 신뢰성을 가지고 UPS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점검, 월간 점검, 정

기점검 및 정해진 시기의 부품교환이 필요합니다.

항  목 주요 점검 내용 점검 주기

일 상  점 검 장비의 운전환경 및 경보 발생 여부 확인 1일 1회 이상

월 간  점 검 장비 운전 중, 각종 계측값 정상 여부 확인 1개월에 1회 이상

정 기  점 검 장비의 각종 기능의 시험 1년에 1회 이상

4.9.1. 일상 점검

이 점검은 UPS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각, 청각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 주가 되며 기

본적으로는 보통 때의 상태와 변화가 없는가를 사용자가 확인하는 점검 사항입니다.  일상점

검은 비교적 간단하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유지보수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그 

주된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위환경의 점검

먼지, 가스, 빗물, 실온, 습도 등에 변화가 없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나) 구성기기 및 부품의 점검

운전시, 이상발열, 진동 또는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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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상태의 점검

전면 디스플레이 판넬상의 측정치들이 모두 정상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라) 표시 및 점검

전면 디스플레이 판넬상에 상태표시 LED가 모두 정상이고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

인하십시오.

<표1 일일 점검 항목>

검사항목
점 검 요 령

판정기준 및 조치 방법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주위환경

먼지, 가스 육안, 후각으로 확인
원인을 제거하여 주위환경을 
개선할 것.

물, 기타 액체 육안으로 확인
원인을 제거하여 주위환경을 
개선할 것.

온도, 습도
온도계, 습도계를
이용

주위온도를 0~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할 것.

구성기기

부    품

진동, 소음 촉감, 청각으로 확인

이상이 있을 때는 내부의 변압기,
리액터, 저항, 전자코일, 계전지,
냉각팬 등을 검사한 후, A/S센터로
문의.

이상 발열
육안 및 후각으로
확인 (필요시, 광온도
측정기로 측정할 것)

이상이 있을 때는 내부의 변압기,
리액터, 저항, 전자코일, 계전지,
냉각팬 등을 검사한 후, A/S센터로
문의.

운전상태

출력 전압, 전류 전면 디스플레이 규정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할 것

입력 전압, 전류 전면 디스플레이 규정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할 것

축전지 전압, 전류 전면 디스플레이 규정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할 것

각    종

표 시 등

UPS 운전상태 전면 디스플레이
인버터로 전원공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Load on Inverter)

경보발생 여부 전면 디스플레이
경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
이상 경보발생시, A/S센터로
연락할 것.

일상 점검 시 조그마한 상태변화라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고장이 경우의 원인규명에 참고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십시

오. 발생하였을 그리고 표 1에 명시된 항목들(주위환경, 구성기기 부품, 운전상태, 각종 

표시, 부하 불평형 등)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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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점검 방법 표시값 실측값

입력

주파수 [Hz]

R-S 상간 전압 [V]

S-T 상간 전압 [V]

T-R 상간 전압 [V]

출력 전류 [A]

바이패스

주파수 [Hz]

R 상 전압 [V]

S 상 전압 [V]

T 상 전압 [V]

밧데리
부동 충전전압 [V]

충/방전 전류 [A]

부하측

주파수 [Hz]

전압 [V]

전류 [A]

UPS 상태

부하 [%]

밧데리 부동충전전압 [Vdc]

밧데리 충/방전 전류 [A]

정전보상시간 [Min.]

4.9.2. 월간 점검

1개월에 1회 이상 아래의 표 2에 명시된 항목들(정류기 입력, 바이패스 입력, 축전지, 인버터 

등의 상태)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십시오. 이전 달에 점검한 것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 값이 있다면 A/S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표2 월간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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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정기 점검

이 점검은 주로 운전 중에는 점검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전상태가 양

호한 경우에도 UPS를 정지시키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은 각부 청소, 부품의 육안점검, 

특성시험 등이 중심이지만, 특히 통상 좀처럼 동작하지 않는 부품의 기능, 성능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이 점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서비스 엔지니어가 UPS의 상

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주)영신엔지니어링 고객지원부로 연락을 주시면 사용기간 및 납품조건

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점검해드립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외관점검

외부 운전환경, 냄새나 습기의 점검, 외함 내부와 외부의 청소상태 확인합니다.

나) 구성기기 및 부품의 점검

육안으로 변색, 변형, 액체의 누설 등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다) 특성시험

보호 장치의 동작확인, 각종 검출기의 동작확인, 각부 동작파형의 확인하고 

정류부 및 인버터부에 인가되는 펄스 파형의 이상 유무를 측정/점검하며 UPS의 기동, 정

지, 절체 시험 등을 하여 실제 정전 시 UPS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합니다.

라) 각종 측정값

각부의 전압 또는 전류치를 측정/비교하여 교정(calibration)합니다. 

이 점검에 의해서 UPS 동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부품을 교환합니

다. 표 3은 정기점검에 수행되는 주요 항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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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정기 정검 항목>

점검항목 점검 내용

1. 설치 환경 확인 온도, 습도 등

2. 외관, 부품 육안 점검 변색, 부식, 이완, 이음, 진동, 누수, 변형 등

3. 청소 외함 내부 및 외부의 더러워진 곳 청소

4. 접속부 각 접속부의 연결상태 확인 및 보완

5. 절연저항 측정 각 부분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강

6. 특성시험

제어부 특성
① 각부 전압
② 각부 파형

운전기능 및 상태

① 운전, 정지, 바이패스 절체 테스트
② 정전, 복전 테스트
③ 보호장치의 동작 테스트
④ 발전기 시험

입력, 출력 특성 
① 입력 전압, 전류, 주파수
② 출력 전압, 전류, 주파수
③ 축전지 전압, 전류

동작 파형 확인
① 입력 전압, 전류 파형 확인
② 출력 전압, 전류 파형 확인

7. 부품 특성 확인
① 콘덴서
② 변압기, 리액터
③ 각 PCB상태

8. 계기 교정 전면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되는 모든 값을 교정

9. 예비품 확인 예비 부품의 손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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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부품교환주기

(주)영신엔지니어링은 보다 오랫동안 안정되고 신뢰성을 가지고 UPS를 운전하기 위해서 아래

의 표 4와 같은 아래와 같은 부품을 정해진 교체 주기내에 교환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

고 각 부품의 수명은 UPS의 동작 조건에 따라 아래의 표보다 더 길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표4 부품교환주기>

분  류 부 품 명
교체주기

3년 5년 10년 15년

1. 스위칭소자
사이리스터 (Thyristor) ▣

IGBT ▣

2. 리액터 및
 변압기

입력 AC 쵸크 (CHOKE) ▣

DC 쵸크 (CHOKE) ▣

인버터 변압기 ▣

3. 콘덴서 AC 콘덴서 (8-10년)

DC 콘덴서 (5-8년)

4. FUSE 정류부 퓨즈 ▣

DC LINK 퓨즈 ▣

인버터 퓨즈 ▣

제어 전원용 퓨즈 ▣

5. 팬 냉각용 팬 ▣

6. 기타 부품 계전기 (Relay) ▣

회로 차단기 (MCCB) ▣

전자 접촉기 (MC) ▣

7. 제어용 밧데리 밧데리 ▣

8. 축전지 RP형 (3-4년)

ES형 (4-5년)

ESG형 (5-6년)

VGS형 (12-15년)

기타의 경우, 축전지 공급업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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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UPS의 폐기

제품을 폐기 시에는 당사 고객지원부(Tel:031-762-5838)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제품은 산업용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 PCB, 외함, 변압기 

및 밧데리 등 모든 구성품이 산업용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전원장치를 폐기 시에

는 반드시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

(폐기하고자 하는 품목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배출자가 적법처리 하지 

않고 임으로 배출하면,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60조 제2호 벌칙적용(3년 이하 징역과 2천

만원 이하 벌금), 처리자는 제59조 제1호 벌칙이 적용됩니다.

5. 품질보증

(주)영신엔지니어링은 장비를 시운전한 날로부터 2년간 HiPERI-9200 SERIES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

여 물리적인 결함이나 제품의 제작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 품질보증기간동안 기기에 제작상의 문제로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주)영신엔지니어링이 제

반 책임을 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서에서 제외되며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1. 사용 중 물리적인 충격이 제품에 가해져 문제가 발생할 경우.

5.2. 당사의 허락 없이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였을 경우.

5.3. 당사의 설치를 제외한 부적당한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5.4. 제품의 지정용도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시험이나 작동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5.5.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취급소홀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

5.6. 제품이 지정된 작동환경 이외의 환경에서 작동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5.7. 적절한 유지보수(MAINTENANCE)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참고 ※

주)영신엔지니어링의 A/S요원 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약 사용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주)영신엔지니어링이

나 가까운 지방영업소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  / S  요 청  전 화  :  0 3 1 )7 6 2 - 5 8 3 8 , 0 2 )4 6 3 - 5 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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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1. Bypass Check   항목     

1.1. Bypass FUSE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1.2. Bypass NFB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OFF: Open, ON:   Close)   

1.3. Maintenance NFB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OFF: Open, ON:   Close)   

1.4. Bypass OT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2. 입력/충전기 Check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2.1. Converter FUSE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O  O

2.2. Input MC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OFF: Open, ON:   Close) O   

2.3. Converter_OT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O  O

2.4. Input_NFB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OFF: Open, ON: Close) O   

2.5. Converter_OC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O  O

3. 밧데리 Check 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3.1. Battery_NFB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OFF: Open, ON:   Close)    

3.2. Battery_OV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
(소손: Open, 정상: Close) O  O

3.3. Battery UV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소손: 
Open, 정상: Close) O O O

4. 인버터 Check 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부록 : UPS의 상태 및 이상발생 체크 방법 및 동작 (ALARM 내역)

UPS의 상태는 외부의 접점을 이용하여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발생 체크는 해당 이상항목에 해당되는 주위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세한 체크방법 및 동작은 아래의 표와 같다.

♣ 1-1 UPS 상태 체크(State Check) : UPS의 외부 접점을 읽어 들여 상태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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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4.1. Inverter_MC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OFF: 
Open, ON: Close)    

4.2. Inverter_FUSE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소손: 
Open, 정상: Close)  O O

4.3. Inverter_OT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소손: 
Open, 정상: Close)  O O

4.4. Inverter_OC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소손: 
Open, 정상: Close)  O O

4.5. Output_NFB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OFF: 
Open, ON:   Close)   O

4.6. Emergency Switch 접점의 상태를 읽어 Check함(소손: 
Open, 정상: Close) O O O

CHECK LIST Check 방법 CONOFF INVOFF Buzz

1. Bypass Check 항목     

1.1. Phase Direction Check
바이패스 전압의 상(R/S/T) 방향이 잘못 
입력될 경우   이상 발생, 바이패스로 
절환이 안됨 (절환을 하려면 인버터   
정지를 해야함)

  O

1.2. 주파수 Check
바이패스 주파수가 3[Hz] 초과할 경우 
이상발생, 바이패스로 절환이 안됨 
(절환을 하려면 인버터 정지를 해야함)

  O

1.3. UV 전압 Check
바이패스 전압이 HMI에 설정된 값 보다 
작을 경우 이상발생, 바이패스로 절환이 
안됨(절환을 하려면 인버터 정지를 
해야함)

  O

1.4. OV 전압 Check
바이패스   전압이 HMI에 설정된 값 
보다 클 경우 이상발생, 바이패스로   
절환이 안됨(절환을 하려면 인버터 
정지를 해야함)

  O

2. 입력/충전기 Check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 1-2 UPS이상발생체크(Operation Fault Check ): 

운전 중 UPS의 모든 접점상태 및 아날로그 값을 체크하여  해당되는 이상 항목을 판별함.



MANUAL (HiPERI-9300 (T) Seri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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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nverter Current 
Limit Fault

충전기   전류가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이상발생, 입력전류를   
설정 값으로 제한하여 제어함

  O

2.2. Input under Voltage 
Fault

입력전압이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작을 경우 이상발생(히스테리시스밴드 
적용)

O  O

2.3. Input Over Voltage 
Fault

입력전압이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이상발생(히스테리시스밴드 적용) O  O

2.4. Power Stack Fault
입력 NFB가 Close이고 충전기 운전 
중이 지만 직류전압이 설정된   
값으로부터 50[V]이하 일 경우 
이상발생

O  O

2.5. Input Frequency Fault 입력 주파수가   ±3[Hz] 초과할 경우 
이상발생 O  O

2.6. Utility Line Failure
입력전압이 120[V]보다 작을 경우 
정전발생, 충전기 정지, 한전전원이 
복귀되면 충전기 자동 운전됨

O  O

2.7. Phase Missing Fault 입력전압이 160[V]이하일 경우 상 결상 
이상발생 O  O

2.8. Convert Phase 
Direction Fault

입력전압   상 방향이 잘못 입력될 경우 
이상발생 O  O

2.9. Converter A sync. 
Fault

충전기의   역률 1제어를 위해 위상 
검출이 이상할 경우 이상발생 O  O

2.10. Input M/C Fault
입력 NFB가 Close이고 직류전압이 
260[V]이상인데 입력 MC가   Open일 
경우 또는 입력 NFB가 Close이고   
직류전압이 240[V]이하인데 입력 MC가 
Close일 경우 이상발생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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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밧데리 Check 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Buzz

3.1. Battery NFB Fault
충전기   운전이고 밧데리 NFB Open 
이거나 직류전압이 250[V]이하이고   
밧데리 NFB가 Close일 경우 이상발생, 
밧데리 NFB를 차단함

  O

3.2. Battery Current Limit 
Fault

밧데리   충전전류가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이상발생, 밧데리   
충전전류를 설정된 값으로 제한하여 
제어함

  O

3.3. Battery OV Limit 밧데리   전압이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클 경우 이상발생 O O O

3.4. Battery UV Limit Fault 밧데리   전압이 HMI에서 설정된 
값보다 작을 경우 이상발생  O O

4. 인버터 Check 항목 Check 방법 CON
OFF

INV
OFF

LAT
CHK

4.1. Inverter MC Fault
바이패스   모드인데 인버터 MC가 
Close되거나 인버터 모드인데   인버터 
MC가 Open일 경우 
이상발생(인버터모드로 절환이 안됨)

  O

4.2. Inverter Output Voltage 
Fault

인버터   전압이 ±380*0.1[V] 초과할 
경우 이상발생  O O

4.3. Inverter OC Overtime 
Fault

인버터 전류가 100%초과할 경우 
이상발생, 과부하률이 100%~120%이면 
10분 후 인버터 정지 및 바이패스로 
절환, 과부하율이 120%~150%이면 1분 
후에 인버터 정지 및 바이패스로 절환, 
150%를 초과할 경우 인버터 정지 및 
바이패스로 절환

 O O

4.4. Inverter-Bypass Async 
Fault

인버터와   바이패스의 주파수가 
MMI에서 설정한 값을 초과할 경우 
이상발생

 O O

4.5. Maintenance NFB Fault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용 NFB를 
Close할 경우 이상발생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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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mergency Switch
UPS전면 Panel에 위치한 비상 스위치 
2개가 동시에 ON될 경우 이상발생, 
System Trip발생(Bat_NFB_trip, 
Bypass_NFB Trip, Input_NFB Trip, 
Output_NFB Trip)

O O O

Out1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Out2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Out3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Out4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Out5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Out6 RELAY ON/OFF 사용자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