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Power for
Business-Critical Continuity™

80-NET
중요부하를 위한 고효율의 안정된 UPS
60kVA - 500kVA

Emerson Network Power는 Emerson Group내의 Power Solution 사업부문으로, 기술과 설계를 결합하여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Emerson Network Power는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critical continuity)"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Emerson Network Power의 광범위한 기술 기반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기술은 현재의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에 따른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어떤 회사든 규모와 상관 없이,

확장된 표준화를 통해 설치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시스템이

데 추가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 후

없습니다.

IT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시간을

간소화된 솔루션을 통해 전문가가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니어도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에게 맡기십시오.

강력해진 기술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전송망(Grid)에서 소자(Chip)까지,

수행 중에도 자산을 보호할 수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서 최소

있습니다.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당사 Business-Critical Continuity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며,
개발된 솔루션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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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NET ( 60 - 500 kVA)
80-NET 60-500kVA
현재의 중요 IT부하를 위한
극대화된 유효 전력, 고효율성 및
완벽한 호환성
기능 및 성능
• 무변압기 설계
• 완전 IGBT 이중 변환 기술
• 완벽한 입력 PFC (Power Factor
Correction) 및 탁월한 입력
성능:
- PF > 0.99
- THDi < 3%
• 최대 +10%까지 자동 출력
용량 업그레이드
• 높은 효율
(최대 98% 입증)
• 시스템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완벽한 전기 절연
(표준 기본 제공 옵션)

• UPS 캐비닛에 내장된(Option, 		
120kVA이하 제품만 해당) 절연

성능

변압기, 시스템 바이패스 스위치

80-NET는 완전한 IGBT 이중 변환

및 동기화 모듈(MBSM)을

기술을 갖춘 무변압기 설계를 특징으로

포함한 다양한 표준 옵션

하며,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최고의 부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80-NET는 또한 발전기, 보호 회로,
전력선 및 변압기의 설계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IGBT 정류기도
제공합니다.

유연성 및 호환성
80-NET는 배터리 백업 시간, 전력,

진상

예비성(Redundancy) 및 고조파 제어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완벽하게 적응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극대화가 보장되는 이유:
• 출력역률 = 1.0
• 영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출력 역률 다이어그램
• 100% kVA 보장 - 부하
감쇄(Derating) 없음(지상
또는 진상)
• 최적의 공간/용량 비율
• 정지형 절체스위치(S.T.S)와 완벽한

진상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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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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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패스 입력

4. 이벤트 로그

7. LIFE

전압 및 주파수 측정.

중요한 UPS 이벤트, 경보 및
기타 경고의 날짜 및 시간.

LIFE®.net 연결 및 호출 상태.

2. 주 전원 입력
3상 입력의 전류, 전압 및
주파수 값.

3. 경고/장애
바이패스, 정류기, 인버터, 부스터/
충전기, 배터리 및 부하의 이상
상황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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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값

8. 도구
LCD 설정 및 언어 선택.

각 내부 기능 블록의 전압, 전류 및
주파수 값.

9. 출력

6. 배터리

전압, 전류, 주파수 및
배터리 측정

온도, 셀 전압, 용량 가동 시간 및
테스트를 포함한 상태/값

지속성 및 환경

성능 향상 및 TCO 최적화를 위한
고급 디지털 기술 및 에너지 절약
극대화
80-NET의 제어 플랫폼에는 이중
DSP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UPS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받은 벡터 제어
기술을 통해 전력 변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출력 전력 품질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약의 극대화
무변압기 구조 및 지능형 이중 변환
기술을 갖춘 80-NET는 모든 작동

효율(%)
98

조건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어, 부분
부하 시에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에서는 발열량도 줄일 수
있어 냉각 시스템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0

50

있습니다.

완벽한 전기 절연

75

100

부하(%)

80-NET 효율성 곡선

80-NET는 완벽한 전기 절연을 제공하는
전력 범위를 가진 유일한 UPS로, 절연
변압기를 UPS 캐비닛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120kVA 이하) 따라서 설치

• 입력부에 연결된 각종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발전기와 완벽한 호환성
• 특정 불균형 부하 상태에서도
성능 향상
• 병렬 구성을 위한 완벽한 부하
균등
• 장애 제거 능력 향상(인버터 정격
전류의 최대 300%)
• 안정성 및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이중 변환

공간을 크게 줄이므로 공간 절약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 변압기를 UPS의 입력 또는
출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의학 및 기타 중요한 응용 분야를 		
위해 완벽한 전기 절연이 필요한 		
경우
• 다양한 중성 단자가 있는 2개의 		
독립 입력 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 중성 단자 없는 입력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절연 변압기가 있는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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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80-NET는 최고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 뛰어난 에너지 절약
• 동종, 동용량 UPS중 가장 소음이 적음
• ABC(Advanced Battery Care)를 통한
배터리 수명 극대화

80-NET 시리즈는 ABC를 통해 배터리
가동 시간을 최대 50%까지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배터리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위 온도 보상형 배터리 충전기
• 자동 배터리 테스트(선택 가능한
주기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음)
• 방전시간에 따른 방전종지전압의 변화
• 온도, 방전/충전 주기 및 방전 		
심도와 같은 실제 작동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남은 배터리 수명예측

6

LIFE®.net 24/7
원격 진단 시스템
LIFE®.net는 주요 전력 보호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원격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인 LIFE®.net는 UPS 및 단일 모듈의 경보 상태 및
운전상태 이상시 조기에 경고해 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와
빠른 사고 대처가 가능해 고객에게 완벽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및 추적
Interactive 제어, 연결성, 그리고
LIFE®.net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

즉각적인 문제 확인

80-NET는 시스템 상태 및 성능을
면밀히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15개 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UPS는 다음 표준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 무전압 접점 포트
• 디지털 입력 및 출력
• 2개의 Serial Port와 LAN 연결
• LIFE®.net 및 Connectivity Option을
위한 2개의 슬롯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비스팀의 연중무휴 대기 중인 엔지니어가 즉각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적절한 수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하드웨어 연결성

가용성 극대화
예방적 유지보수
LIFE®.net는 150개 이상의 개별 매개변수에 대해 조기 경고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신속하게 확인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운영 비용 절감
탁월한 자산 관리
LIFE®.net의 상세 보고 시스템은 종합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선택한
기간의 전력 및 장비동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anageUPS NET는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UPS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2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ODBUS RTU, MODBUS/TCP
또는 JBUS 프로토콜을 통해 		
Chloride UPS와 모니터링 구축 및
자동화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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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 감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연결성
MopUPS Professional은 부하 장애 시
운영 체제를 안전하게 종료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벤트 로그와 이메일
통지 기능도 제공합니다.
ManageUPS CIO 소프트웨어는 건물,
캠퍼스 또는 WAN 환경 내에 분산된
주요 전력 인프라를 위해 중앙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Hardware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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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및 보안
다양한 적용성 및 사용자 지정을 통한 안정성, 유연성을 통한 성능 극대화

서비스 및 보안

용이한 병렬 구성 및 증설

UPS 앞면에서 서랍을 빼내 모듈을

80-NET는 최대 8대 까지 병렬운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단독의 80-NET 장치를 간단한 Software 수정을 통해 쉽게 병렬형

이 구조는 수리에 필요한 시간을

UPS로 Upgrade 가능합니다.

최소화하고 설치 및 정비를

80-NET에서 자체 구성되는 핫 플러그 병렬 기능을 사용하면

최적화합니다.

80-NET의 모듈형 서랍식 설계로

새 장치가 추가되어도 시스템을 중지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이 단순화된 병렬 프로세스는 용량과 중복성의 확장성에

각 UPS는 모든 UPS 설정값들을

있어서 유연성의 극대화를 제공합니다.

포함하고 있는 ID 카드를 갖추고

또한 병렬 UPS를 연결하는 데 사용된 병렬통신 Cable을 통해 전례

있습니다.

없는 안정성과 완벽한 부하 공유를 확보하고 다양한 UPS 시스템 상태

UPS와 일체 관련된 이 카드는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어 보드를 교체해야 할 경우
UPS “가동 중단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전력 확장 및 중복성의 병렬 구성

I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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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NET 사양
기술적 특성
정격(60-120kVA)

60

80

100

120

출력 유효 전력(kW) @ 40°C

60

80

100

120

피상 공칭 출력 전력(KVA) @ 40°C

60

80

100

120

피상 공칭 출력 전력(KVA) @ 25°C

66

88

110

132

입력
400(250-460), 3상 + 중성

공칭 주 입력 전압/전압 범위(V)*

400 ± 10%(380V, 415V 선택 가능) 3상 + 중성

공칭 바이패스 입력 전압/전압 공차(V)

50 ± 10%(60Hz 선택 가능)

공칭 입력 주파수/주파수 공차(Hz)

<3

입력 전류 왜곡(THDi)(%)

>0.99

입력 역률
출력

400(380V, 415V 선택 가능) 3상 + 중성

공칭 출력 전압(V)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 전압 안정성 0 - 100(%)
- 정적
- 동적

±1
IEC/EN 62040-3, 클래스 1 준수

공칭 출력 주파수(Hz)

50(60Hz 선택 가능)

출력 주파수 변동(%)
- 주전원 동기화 사용
- 내부 기준 시

±1(2, 3, 4 선택 가능)
± 0.1
10분 간 125%, 1분 간 150%

인버터 과부하 용량

기본 0.9 (최대 1.0)의 역률(진상 또는 지상)
출력 감쇄 없이 최대 3:1의 파고율

부하 호환성

온도 25°C에서 110%, 40°C에서 100%

공칭 출력 전력 자동 조정 온도
일반

VFI - SS - 111

IEC/EN 62040-3 규정에 따른 분류
작동 온도(°C)

0 - 40

상대 습도(20°C에서 응결 없음)

<95%

보호 수준

IP 20
RAL 7016

프레임 색상
1m(dBA)*에서 소음

62

62

AC/AC 효율(%)*

최대 98%

병렬 구성

최대 8대

65

65

845

845

380

380

크기 및 중량
1780

높이(mm)
폭(mm)

570

570
858

길이(mm)
UPS 중량(kg)
*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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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70

기술적 특성
정격(160-500kVA)

160

200

300

400

500

출력 유효 전력(kW) @ 40°C

160

200

300

400

500

피상 공칭 출력 전력(KVA) @ 40°C

160

200

300

400

500

피상 공칭 출력 전력(KVA) @ 25°C

176

220

330

440

550

입력
400(250-460), 3상 + 중성

공칭 주 입력 전압/전압 범위(V)*

400 ± 10%(380V, 415V 선택 가능) 3상 + 중성

공칭 바이패스 입력 전압/전압 공차(V)

50 ± 10%(60Hz 선택 가능)

공칭 입력 주파수/주파수 공차(Hz)

<3

입력 전류 왜곡(THDi)(%)

>0.99

입력 역률
출력

400(380V, 415V 선택 가능) 3상 + 중성

공칭 출력 전압(V)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 전압 안정성 0 - 100(%)
- 정적
- 동적

±1
IEC/EN 62040-3, 클래스 1 준수

공칭 출력 주파수(Hz)

50(60Hz 선택 가능)

출력 주파수 변동(%)
- 주전원 동기화 사용
- 자체 기준 시

±1(2, 3, 4 선택 가능)
± 0.1
10분 간 125%, 1분 간 150%

인버터 과부하 용량

기본 0.9 (최대 1.0)의 역률(진상 또는 지상)
출력 감쇄 없이 최대 3:1의 파고율

부하 호환성

온도 25°C에서 110%, 40°C에서 100%

공칭 전력 자동 조정 온도
일반

VFI - SS - 111

IEC/EN 62040-3 규정에 따른 분류
작동 온도(°C)

0 - 40

상대 습도(20°C에서 응결 없음))

<95%

보호 수준

IP 20
RAL 7016

프레임 색상
1m(dBA)*에서 소음

67

67

69

AC/AC 효율(%)*

최대 98%

병렬 구성

최대 8대

70

71

1675

1900

1160

1300

크기 및 중량
1800

높이(mm)
폭(mm)

975

975

858

길이(mm)
UPS 중량(kg)

1675

495

590

1000

*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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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가용성 보장

Emerson의 한 사업부문인 Emerson Network Power는 Grid 에서 정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보건 의료 및 산업 시설을 위한 Chip에 이르기까지 Business-

Critical Continuity™ 구현에서 세계적인 선도 업체입니다. Emerson Network Power
는 AC 및 DC 전력장비와 냉각 시스템, 내장된 컴퓨팅 및 전력, 통합 랙, 전력 스위칭
및 제어, 인프라 관리, Connectivity을 포함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솔루션과 전문
기술을 제공합니다. 모든 솔루션은 현지 Emerson Network Power 엔지니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원됩니다. Emerson 무정전 전원공급(UPS) 시스템과 중요한 전력
보호 솔루션 및 시스템은 정전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Emerson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
EmersonNetworkPower.Asia에서 Emerson Network Power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merson Network Power
1050 Dearborn Drive P.O. Box29186
Columbus, Ohio 43229
T:614-8880246
F:614-8416022
T:800-8779222(US and Canada Only)
한국에머슨일렉트릭(주)
에머슨네트워크파워사업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논현동, 3층) POBA 강남타워 3층
T:82-2-3483-1566 F:82-2-592-7883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Techsuport.kr@emerson.com(기술문의)
또는 Sales.kr@emerson.com(영업문의)로
문의 하십시오
www.EmersonNetworkPower.Asia

Emerson Network Power.
The global leader in enabling
business-critical continuity.
AC Power Systems
Connectivity
DC Power Systems
Embedded Power
Integrated Cabinet Solutions
Outside Plant
Power Switching and Control
Precision Cooling
Site Monitoring
Surge Protection
Embedded Computing
Services
본 인쇄물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이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개선 정책을 갖고 있으므로, 사전
고지 없이 정보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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