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ck-UPS BE 400/550/700
®

1 안전을 위해 Back-UPS ES는 1개의 배터리 배선을 분리한 상태로 선적합니다. 터치 안전 배터리에 배선을 연결할 때까지 Back-UPS E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배터리를 연결하는 동안 작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Back-UPS ES를 위로 돌리고 
배터리 하우징에서 배터리 장착실 
덮개를 밀어서 빼냅니다. 

1 2 3구획에서 배터리를 들어 올리고 음극(-) 
배터리 단자에 흑색 배선을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합니다.

배터리 구획 덮개를 배터리 하우징 
뒤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Back-UPS ES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직사광선
 - 과도한 열
 - 과도한 습기 또는 액체와의 접촉

Back-UPS ES 전원 코드를 서지 보호장치 또는 전원 스트립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끼웁니다. 벽면 콘센트는 장비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뎀 / 전화 / DSL / 팩스 10/100 Base - T/HPNA를 서지 보호장치에 연결.

아래 도면과 같이 UPS를 통과시켜 연결하는 경우, Back-UPS는 서지로부터 
단일 회선(2-선) 전화기(디지털 가입자 전용선 - DSL 포함), 가정용 전화선 
네트워킹 협회(HPNA) 형태의 장비, 모뎀, 10/100 Base - T 이더넷 또는 
팩스를 보호합니다.

참고사항: 전화 케이블 또는 네트워크 케이블은 서지 보호용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UPS 서지 보호용 포트는 전화 및 네트워크 시스템 
케이블에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케이블 연결(550/700에만 적용 가능함)

지속적인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제공한 케이블과 소프트웨어는 자동 파일 
저장 기능과 운영 체제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케이블을 Back-UPS ES 데이터 포트에 연결합니다. 다른쪽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USB 포트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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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는 Back-UPS ES 스위치가 차단된 경우에도 
서지로부터 완벽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컴퓨터, 팩스, 스캐너 또는 
주변 장치를 콘센트에 끼웁니다. 

배터리 백업   서지 보호

Back-UPS ES의 스위치를 켤 때마다 콘센트에 전원이 들어 
옵니다. 정전 또는 기타 유틸리티 문제(저전압, 과전압)가 발생할 
때 Back-UPS ES가 제한 시간 동안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및 기타 2대의 데이터에 민감한 장치(외부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를 콘센트에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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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스위치를 눌러 장치를 켭니다. 

단일 소형 경적 및 녹색 "전원 공급" 지시기를 
통해 Back-UPS ES가 켜져 있고 보호할 준비를 
맞추었는지 확인합니다. 

Back-UPS ES를 충분히 구동하려면 최소 
16시간 이상 충전해야 합니다. 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끈 상태에 상관없이 유틸리티 전원에 
연결하면 장치가 충전됩니다. 

PowerChute Personal 설치 Edition 
소프트웨어(550/700에만 적용 가능함)

PowerChute Personal Edition CDROM을 
컴퓨터에 넣고 화면의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Back-UPS ES는 시각 및 청각 지시기를 함께 사용하여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Back-UPS ES 상태를 식별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고장 수리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시각적 지시 
(전원 공급 - 녹색)
(배터리 교체 - 적색)

청각적 지시 다음의 경우 경보가 
정지함

전원 공급 - UPS가 조건에 따른 유틸리티 전
원을 로드에 공급하고 있음.

전원 공급 LED - 켜짐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배터리 켜짐 - UPS가 배터리 전원을 배터리 
콘센트에 연결된 로드에 공급하고 있음.

전원 공급 LED - 
켜짐(신호음이 울리는 
동안은 꺼짐)

30초마다 4번 
신호음이 울림

UPS가 전원 켜기 
동작으로 복귀할 때 또는 
UPS 가 꺼진 경우.

배터리 수명 저하 경보- UPS는 배터리 
콘센트에 연결된 로드에 배터리 전원을 
공급하고 배터리가 거의 소모됨.

전원 공급 LED - 점멸 빠르게 신호음이 울림 
(1/2 초마다)

UPS가 정상 동작으로 
복귀할 때 또는  UPS가 
꺼진 경우

배터리 교체 -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및 배터리 교체 
LED  - 점멸(교류)

계속 신호음이 울림 전원 스위치로 UPS를 끈 
경우.

배터리 분리 -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불량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 교체 LED - 점멸 계속 신호음이 울림 전원 스위치로 UPS를 끈 
경우.

과부하 차단- 배터리를 작동하는 동안 
전원을 공급한 콘센트에 과부하가 
감지되었습니다. 

없음 계속 신호음이 울림 전원 스위치로 UPS를 끈 
경우.

슬립 모드 - 배터리를 작동하는 동안 배터리 
전원을 완벽하게 소모시키고 UPS가 
정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틸리티 전원을 
위해 대기합니다.

없음 4초마다 신호음이 1번 
울림.

유틸리티 전원이 
복구되거나 유틸리티 
전원이 32초 이내에 
복구되지 않거나 UPS가 
꺼진 경우.

사용자 설명서

배터리 연결

장비 연결

AC 라인 
코드

전원 공급 
배터리 교체 
지시기

컴퓨터 USB 포트
(BACK-UPS ES 550 
과 ES 700 전용)

벽면 잭

DSL 모뎀, 폰, 
네트워크(10/100 
베이스-T)측 
데이터라인 출력 재설정하려면 회로 

차단기를 누름

전원 공급 및 
소프트웨어 설치

상태 표시기 

APC, Back-UPS 및 PowerChute는 American Power  Conversion Corp.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관련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990-3147 ⓒ Copyright 2007 American Power Conversion Corp.



아래 표를 사용하여 경미한 Back-UPS ES 설치 또는 작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APC 온라인 기술 지원 부서와 상의하거나 APC 기술 지원 부서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Problem Solution

입력 전압 공칭 230Vrms

주파수 50 - 60 Hz(자동 감지)

절전 전송 180Vrms, 일반

과전압 전송 266Vrms, 일반

출력 배터리 전압 220 Vac rms +/- 8%

전체 암페어(8 콘센트) 10 Amps(UPS 출력 포함)

UPS 용량(4 콘센트) 400VA/240W            550VA/330W           700VA/405W

주파수 - 배터리 켜짐 50/60 Hz +/-1 Hz

절체 시간 6 ms(일반), 10 ms(최소)

보호 및 필터 AC 서지 보호 전체 시간, 310(joules)

전화/팩스/DSL 서지 보호 단일 라인(2-배선)

네트워크 서지 보호 10/100 Base-T 이더넷

EMI/RFI 필터 전체 시간

AC 입력 재설정 가능한 회로 차단기

배터리 형태 밀봉됨,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연축 전지

평균 수명 3-5년(방전 주기 및 환경 온도에 따라 다름)

물리 순수 하중 5.4kg                     6.4kg                     6.8kg

치수(H x W x D) 285 x 230 x 86 mm
(11.18” x 9.05” x 3.3 in.)

작동 온도 0 oC to 40 oC (32 oF - 104 oF) 

보관 온도 -15 oC to 45 oC (5 oF - 113 oF) 

운용 상대 습도 0 to 95% 비-응축

운용 고도 0 to 3000 m (0 - 10,000 ft)

안전/규정 안전 승인 CE, Nemko-GS, PCBC, GOST, IEC62040-1-1, IEC60884, KETI

EMC 적합성 EN50091-2, EN55022 등급 B

표준 제품 보증 기간은 구매한 날짜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APC의 표준 절차는 공장에서 
재생산한 장치로 기존의 장치를 교체하는데 있습니다. 지정된 자산 태그를 통해 기존의 
장치를 반환해야 하고 감가상각 일정을 수립해야 하는 고객은 APC 기술 지원 부서와 첫 
번째 접촉 시 그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결함 장치를 콜센터가 수령한 경우 
교체용 장치를 APC가 선적하거나 유효한 신용 카드 번호를 제공하는 즉시 교차 
선적합니다. APC에 선적하는 경우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는 
경우 APC가 육상 화물 운송료를 지불합니다.

제품에 문제 발생시 APC 콜센터와 연락하십시오.

1. APC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2. 배터리가 연결(배터리 연결 참조)되었고 회로 차단기가 트립(문제점 및 대처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아래 나와 있는 전화 번호를 
통해 APC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3. APC와 연락을 취하기 전 구매한 날짜, UPS 모델 및 일련 번호(장치 하단에 부착되어 
있음)를 기록하십시오.  

4. 기술 지원 담당자와 전화 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준비를 하십시오.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가 반환 자재 승인 번호(RMA#)와 선적 주소를 전달할 
것입니다. 

5. 장치를 기존 포장을 사용하여 포장합니다. 기존 포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PC
기술 지원 부서에 요청하여 새로운 포장 세트를 얻습니다. 운송하는 동안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포장하는 동안 폼 비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상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실제 가격으로 포장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6. 포장지 외부에 RMA#를 기입합니다. 

7. 보험에 가입한 운송 업체를 통해 APC 기술 지원 부서가 제공한 주소로 장치를 
반환합니다. 

APC에서 기술적인 검증이 완료된 배터리로 교체됩니다. 교체용 배터리는 
www.apc.com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                                 사양                        BE400 -KR        BE550-KR       BE700-KR

165 mm 
(6.50 in.)

APC 연락 정보
APC 코리아 02-501-6492

APC 콜센터 02-3775-0884

인터넷 http://www.apc.com

기술지원 http://www.apc.com/support

사양

UPS 벽면 설치대
UPS를 벽면 표면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래 템플릿을 사용하여 설치 
패스너(제공하지 않음)를 설치합니다. UPS를 벽면 설치대에 다음과 같이 설치합니다. 

1. 원하는 설치 위치에 있는 벽면 반대 방향에 이 페이지를 부착합니다. 

2. 압정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벽면 반대 방향에 이 페이지를 부착합니다. 벽면에 표시한 개별 
템플릿 원의 중심부에 날카로운 못 또는 핀을 고정합니다. 

3. 표시 위치에서 설치용 패스너를 설치합니다. 벽 표면으로부터 8 mm(5/16) 떨어진 부위에 
2개의 패스너를 맞물려 위치시킵니다. 패스너는 6.8 Kg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4. 설치용 패스너 헤드 위에 키-홀 슬롯을 위치시켜 UPS를 설치합니다. 수직 설치의 경우, 
UPS를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수평 설치의 경우, 제 위치에 고정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패스너를 약간 돌립니다.

보증

서비스

벽면 설치용 템플릿

문제점 및 대처법

문제점 추정 원인 해결책
Back-UPS ES의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배터리가 분리되었거나 유틸리티 전원을 벽면 콘센트에서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배터리를 연결(배터리 연결 부분 참조)하고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 불가능한 
전원.

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는 과부하되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전원을 벽면 콘센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한 장비의 수를 줄입니다. 

콘센트용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가 트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콘센트(해당하는 경우)를 
제어하는 벽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된 장비의 전원이 손실될 경우. 장비가 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Back-UPS ES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PowerChute Personal Edition 소프트웨어가 전원 공급 실패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Back-UPS ES가 사용 가능한 배터리 전원을 모두 
소모하였습니다. 

연결한 장비가 Back-UPS ES 스텝 개산형 사인파형(step 
approximated sine waveform)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Back-UPS ES에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실패 동안 전원을 계속 공급하기 원하는 장비를 서지 보호 전용 콘센트가 아닌 
배터리 백업 / 서지 보호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배터리 백업/서지 보호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한 장비가 장치의 용량을 초과하여 과부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장비를 제거한 뒤 문제가 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Back-UPS ES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Back-UPS ES는 제한 시간 동안 배터리 전원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배터리 전원을 사용한 경우 결국에는 장치의 전원이 꺼집니다. 장치를 사용하기 전 
장치를 16시간 동안 충전합니다. 

출력 파형은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장비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터가 달린 장비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인 고장 수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APC 기술 지원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공급 표시기가 발광하고 Back- UPS ES 
가 30초마다 4번씩 울립니다. 

Back-UPS ES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ack-UPS E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켠 경우, 현재 작업을 저장하고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여 장치의 전원을 끕니다. 
정상 전원으로 복구된 경우, 장치를 다시 켜고 장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원 공급 표시기가 1초마다 번쩍거리고 동시
에 1초마다 Back-UPS ES 경적이 울립니다. 

배터리 용량이 낮습니다(남은 시간이 대략 2분임). 낮은 배터리 충전 조건 때문에 Back-UPS ES가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1초마다 장치의 
신호음이 1번 울릴 경우, 배터리의 전원이 대략 2분 정도 남은 것입니다.  즉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고 장치를 끕니다.  정상 전원으로 복구된 경우, 장치가 배터리를 다시 
충전합니다. 

구동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의 사용 수명이 거의 다했습니다. 

장치를 벽면 콘센트에 최소 16시간 이상 플러그로 연결하여 장치를 충전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 경우, 사용 가능한 구동 시간이 감소합니다. www.apc.com.에서 
배터리를 주문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ck-UPS ES를 과도한 열이 있는 장소에 
위치시키는 경우 배터리 수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배터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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