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Power
For Business-Critical Continuity™

Liebert APM
랙 기반의 확장식 모듈 UPS
30kVA - 300kVA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는 에머슨 그룹내의 파워 솔루션 사업부문으로, 기술과 설계를 결합하여 고객을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는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Critical Continuity)”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의 광범위한 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기술은 현재의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한 IT 시스템이 장애를 당해서도,
또한 이러한 장애로부터 복구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됩니다.

에머슨에게 맡기십시오.

확장된 표준화를 통해

전송망(Grid)에서 소자(Chip)까지,
소규모의 전산실에서 부터 대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Critical Continuity)”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며,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치 비용을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된 솔루션을 통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해진 기술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과 비즈니스를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ebert APM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인프라 관리
IT 인프라 및 주변 환경의 성능 향상

타협없는 효율성은 IT 인프라 설계,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시스템
가용성이 유지되거나 증진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사의 주요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통해 전기설비, 냉방설비 그리고 원격감시와 같은
더 나은 선택들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경제적인 가용성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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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T환경을 위한 유연한 전원보호장치

Liebert APM은 소규모 혹은 중급의 전산실의 전원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의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고
경제적인 UPS 시스템 입니다.

‘어댑티브형 아키텍처’가 시장을
앞서가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FlexPowerTM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구조로 확장가능한 지능형의
전원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업분야
전체를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전원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형 혹은 소형 비즈니스에도 적합합니다.
30kW의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비즈니스의 성장속도에 맞추어 최대
600kW*까지 용량 증설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소유비용

Liebert APM은 장비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설비투자를
보호하고 최적화된 운영효율을 보장합니다.

개선된 운영 유연성
새로운 기술의 요구에 부합하고 고객과 시장에서의 변화가능한 환경및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는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증설이 가능한 확장형 기반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전력을 그대로

Liebert APM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하의 용량과 최대
효율성능을 보일수 있는 환경(부하율 30% 이상에서 최대 96%, 부하율
20% 이상 구간에서 최대 94%)에 따른 파워모듈을 구성을 통하여
시스템은 항상 에너지의 낭비없이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시스템 가용성

Liebert APM은 여러분의 인프라설비중 장애요소를 최소화 할수 있는
“Mission-critical” 기술을 제공합니다. UPS는 Liebert 의 검증된
신뢰성과 획기적으로 장애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을
감소시킨 핫-스왑 방식의 파워모듈을 통해 여러분의 시스템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선택 사양 기준

높은 집적도
설치면적과 비용 절감을 위한 고집적 설계

구성의 유연성
추후 부하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용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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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블레이드
서버와 다른 고용랑 IT장비들을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VoIP
Switch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정격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가용성과
편리성를 담보하지 않고도 쉽게 용량
증설이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한 확장성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것을 만족시킬수 있는 한단계
더 나아간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요 부하에 어울리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구성

에머슨 네트워크 파워의 Liebert
APM은 여러분의 전원공급망에
효율성과 공간 절감 그리고 유연성을
가져다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작고 경제적인 단일 프레임 19”
랙 크기와 최대 96% 효율 그리고
온라인 방식의 이중변환모드(True
online double conversion)구조의
Liebert APM은 당신의 부하전원을
보호하면서 공간과 비용을 절감시킬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중화(Redundancy) 구성과
유연한 Battery 구성을 통해 Liebert
APM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n 온라인 방식의 이중변환모드(True online double conversion)에서
최대 96%의 고효율.
n FlexPower TechnologyTM : 부하전원의 용량에 맞추면서
예비용량까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단위 용량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병렬 확장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외부 제어반 또는 중앙식 바이패스
시스템이 없이도 최대 600kW까지 용량증설이 가능합니다. *
n 업계 최고의 경제적인 크기의 파워모듈로 인해 단일 랙에
내장된 배터리만으로 30kVA의 경우 최대 30분, 90kVA의 경우 최대
5분 배터리 백업을 지원합니다.
내장 및 외장 배터리의 조합으로 다양한 부하조건과 상황에 맞는
구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n 유연한 내장 배터리 구성 : 1개의 조당 30에서 40개 까지의
배터리 블럭(12V기준)이 지원되므로 여러분의 환경에 적합한
모든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핫-스왑이 가능한 파워모듈 구성으로 낮은 장애수리시간(MTTR)
가능
*선택 사양 기준

에너지 효율
Liebert APM은 이중변환방식(Double
conversion) UPS분야에서 효율성의
표본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듈식 구성
적은 수량의 기본단위 파워모듈만으로
필요에 맞는 전원구성이 가능하며 동시에
향후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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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제거필터

시스템 디스플레이

1~5개 파워모듈

0~9개 내장 배터리 모듈

추가 백업시간을 위해 외장 랙에
설치하는 1~10개 배터리 모듈

스테틱 바이패스 모듈

유지보수용 바이패스 스위치

외장형 배터리 모듈 랙

최소의 설치면적

넓은 대역폭의 운전영역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0.66㎡ 면적만으로
60kW전력을 10분간 Back-up 할 수 있는
UPS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과 진상 모든 역율조건에서 Liebert
APM은 부하감쇄없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핫-스왑 기능

FLEXPOWER TECHNOLOGY TM

핫-스왑 기능으로 수초만에 부하에 대한
전원공급중단없이 파워모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Liebert APM은 FlexPower TechnologyTM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적이고 확장가능한
부하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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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rt APM은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장과 같이 커집니다.

과설계된 여러분의 데이터센터는 높은 자산비용(CAPEX)과 운용비용(OPEX) (후자는 최적화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 또는
전산실에 기인함)를 뜻합니다. 반면 너무 작다면 이후에 사업환경의 확장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설치비 및 가동 정지 시간(Down time)을 가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iebert APM은 “성장에 따른 투자(Pay-as-yougrow)”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Liebert APM은 단독 혹은 이중의 입력전원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입력전원을 사용하게되면 예비의 입력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4대까지 이용가능한 병렬구성을 통해 리던던시(Redundancy)을 늘리는 한편
2개의 시스템을 이중버스(Dual-bus) 구조로 이중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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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컴팩트한 패키지의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최고의 투자가치
최대의 투자효과

간단하게 부가기능 적용

n Liebert APM은 출력역률 1.0의 Unity power factor
(kVA=kW)의 특성을 통해 최신의 서버사양을 만족시키는
실제 유효전력을 제공합니다.

n 원격감시기능 : Web, Modbus, SNMP Protocol을 통해		
통신이 가능합니다.
n 유연성 : 다양한 수량 및 종류의 배터리, 단독에서 병렬, 내
외장의 파워모듈 및 원격감시 옵션이 가능합니다

n 온라인 방식의 이중변환모드(True online double
conversion) 방식에 최대 96%까지의 효율을 통해
Liebert APM은 일반적인 UPS 시스템에 비해 운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n 52dbA 이하의 소음으로 아주 조용합니다
n 최저 305V까지의 입력전압 허용으로 배터리에 의한 작동을
줄이고 온도에 따른 배터리 충전전압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배터리 수명이 오래갑니다.

최적화된 보호기능
n Liebert APM의 뛰어난 효율곡선은 여러분의 부하량에
관계없이 온라인 이중변환방식의 부하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 기준

n 뛰어난 과부하 보호기능 : 110%에 60분, 125%에 10분,
150%에 1분

최소의 설치면적
n Liebert APM은 랙 기반 설계로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n 단 0.66㎡의 면적을 가지는 크기만으로 30kW에서 30분,
60kW에서 10분, 90kW에서 거의 5분의 배터리 백업을
달성하는 현재까지 유일한 UPS입니다*
n 한 개의 표준 랙 만으로 30kW에서 300kW로 만들 수
있습니다(별도의 I/O 박스 필요)*
n 내장 출력 분전반(PDU)*
n 내장 BCMS(Branch Circuit Monitoring System)*
n 표준 상-하부 Cable entry

최고의 가용성
n Liebert APM 단일 랙 안에서 파워모듈간의 리던던시
(Redundancy)도 제공할 수 있고 병렬운전간의 리던던시
(Redundancy) 구성도 가능하게 하며, Dual Bus를 통한
Tier4단계 수준의 등급도 별도의 기능추가 없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입력전압의 넓은 범위(전압 305~477Vac,
주파수 40~70Hz)는 심지어 정상범위보다 낮은 조건에서도
별도의 기능추가 없이 동작되며 이는 배터리로의 절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충방전 횟수의 최소화로 배터리
수명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n 백피드보호(Back-feed Protection) 기능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모듈의 핫-스왑 설계로 연속적인 부하공급 가능
n 정상운전중에도 배터리 모듈은 장비의 정지 없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n 모듈식 설계로 인해 UPS의 장애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를 줄이고 시스템 가용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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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bert APM을 통한 선택적 전원 관리

확장형 내장 분전반*
Liebert APM은 여러분 시스템의 현장변화에 대해 가용성과 유연성을
증가시켜 여러분의 IT자원의 활용과 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T 자원이나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대응 가능한 Liebert APM 의
특징들은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여러분의 투자를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잘 구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n 확장성 – 고집적용량으로 설계되어 N+1 리던던시 환경에서
30, 60, 90, 120 그리고 150kVA 용량구성이 가능합니다.
n 모듈형 – 모듈식 리던던시 기능이 있어 유지보수비용은 줄이면서
용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핫-스왑 가능한 모듈 방식으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n 적합성 – 간편한 이중버스(Dual-bus)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30, 32, 36 ,40 x 12V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iebert APM의 FlexPowerTM Technology 특징은 전원보호를 위한 “열(Row)기반 방식”으로 기본 제품에서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한
분전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Liebert APM은 향후 확장 시 파워모듈을 UPS에 추가함으로써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확장가능한 방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부하장비에 배전기능을 제공함으로 가용성에 전력 확장성까지도 더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택적 전원관리 방식의 Liebert APM은 분전반을 포함한 단위별 용량 확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솔루션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고 확장을 하더라도, 현재 UPS에 부하가 더 걸리던 서버와 랙을 증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Liebert APM은 전원분전과
전력 가용성 측면에서 향상된 리던던시를 제공합니다.

QF1
유지보수 Bypass 스위치 Q2

출력 분전반 Module 1
QF18

정류기

AC 전압 380V

입력 스위치
Q1

Inverter

power modules
Inverter
최대 5개 정류기

출력 스위치
Q3

QF1

출력 분전반 Module 2
QF18

Bypass 절체 스위치
QF1

Battery input

+
N
-

출력 분전반 Module 3
QF18

결국, 이러한 Tier 2에서 Tier 3로 전환할 때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유연성도 함께 가능해 집니다. Liebert APM은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기능을 통해 부하보호를 위한 정상운전중,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모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 사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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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랙 구조의 통합형 전원 분배 기능

Liebert APM은 동종 제품중
유일하게 한 개의 Rack으로 별다른
복잡함 없이 고효율의 부하보호와
함께 2단계의 전원 분배가
가능합니다.
n 전산랙과 같은 형태의 UPS &
배터리 시스템
n 30kVA 랙 설치형 UPS(무게 35kg,
높이 3U, 한 랙에 5개까지 병렬로
설치 가능)
n 교체가능한 150kW 용량의 내장
바이패스 모듈
n 내장형 입/출력 스위치 및
유지보수용 바이패스
n 내장형 ‘부하 전력 관리 시스템’
(SPM, Server Powe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장비의 현재 상태,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각 분기
전력량, 2단계의 부하전류 감지 가능
n 추가 증설을 위한 18가지 방식의
교체용 분전반 모듈 옵션
n 핫-스왑 가능한 분전반 옵션 		
UPS의 주 출력 스위치를 Off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설치 및 상		
(Phase) 변경등이 가능함.
출력 분전반은 IT 부하의 증가에
따라 UPS의 용량과 분전반 스위치의
구성을 정상운전중에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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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구에 부합

에너지 효율:
50 - 75%의 부하에서 효율 최대 96%
까지 ; 25% 부하에서 효울 최대
95%까지. 입력 역률 = 1; 입력 전류
고조파 3% 이내

강력한 부하 용량:
진상 과 지상 조건에 관계없이 출력
역률 = 1 (부하 감쇄 없음)

간편 설치:
기본 상/하부 케이블 인입 가능;
분전반용 캐비닛 필요없음; 한 대의
캐비넷에 UPS와 분전반을 함께 설치

간편한 유지보수:

가용성 과 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96% 효율의
Liebert APM은 금융, 증권, IDC 와 기업체의 중규모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합니다.
최대 용량을 위해서 Liebert APM 2대를 단일용량 최대인 300kW로 설정하여
병렬로 설치하면 됩니다. 처음엔 30kW 용량의 UPS 1대만 쓰다가 이후 부하용량이
커지면 600kW 용량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추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부하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은
Liebert APM을 단독운전으로 사용할 수도, 병렬 운전으로 사용할 수도,
이중버스로 사용할 수도 있게됩니다. 이때에는 별다른 구조변경 없이 병렬운전용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LBS 케이블의 연결만으로 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6 쪽의 구성도 참조 요망)
APM은 150kW용과 300kW용 두종류의 단독 랙이 있습니다. 어떤 용량의 랙도
고효율 및 최대한의 가용성에 있어서 동일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전면 유지보수를 통해 간편한
바이패스 절체, 인버터 및 정류부 등
주요 부품 교체 가능

간편한 시스템 구성:
12V기준 30/32/34/40 배터리
블럭 구성을 통해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이후 불량 배터리가
발생하더라도 UPS운전에 영향없이
교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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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

Liebert APM 은 대형 LCD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표시합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디스플레이는 UPS
시스템의 제어회로와는 독립적입니다. 메뉴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운영자의 조작상 실수를 줄이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대형의
화면에서는 UPS의 상태표시 또는 흐름도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부의 실측값, 경보사항, 설정값 및 운전상태에 대한
정보도 표시합니다.
n
n
n
n
n

빠른 운전상태 확인
UPS를 통해 공급된 전원상태 감시
간편하고 쉬운 메뉴를 통한 안전한 UPS운전 가능
지난 운전이력 확인 가능
조정가능한 설정값등의 조정 및 변경(제한된 사용자만 가능)

IT기반의 중앙집중식 원격감시 솔루션
Liebert Nform™은 IT 관리자를 위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분산된 자원들에대한 원격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저비용으로도 본격적인
원격감시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확장성 및 호환성이 뛰어나 여러분의
부하자원의 확장이나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 용이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Nform을 쓰면 Liebert APM의 알람 상황을 감시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이메일이나 별도 지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어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iebert Nform - Monitoring Software 4.0

현재의 네트웍을 통해 중앙 감시와 컨트롤이 됩니다.
Liebert Sitescan은 여러분의 주요 장비의 운영상황에 대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중식 원격감시 시스템입니다.
Liebert Sitescan Web은 웹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장비의
상태을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요 장비가 있는곳과
관계없이 – 옆 사무실에 있든지 다른 나라의 공장에 있든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이 웹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비뿐만 아니라 냉방설비, 전력과 UPS 설비 등을
중앙에서 원격 감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특징으로 실시간 감시 및
제어, 로그 분석 및 트렌드 분석, 경보관리 등 입니다.

주 :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 사항은 당사 엔지니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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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부 사양
Model

Liebert APM

파워 (kVA/kW)

30 - 150

30 - 300

600 x 1100 x 2000

1200 x 1100 x 2000

420

670

Physical Parameters
가로 x 세로 x 높이 (mm)
무게 (kg)
입력특징 (정류기)
380/400/415VAC, 3상 4선식

정격입력전압

50/60Hz

정격주파수

228-476, 70%부하까지 선형적으로 변동하여 209-304V

입력전력법위

40-70Hz

입력주파수범위

100% 부하에서 >0.99, 50%부하에서 >0.98

입력역률
입력 THDi *

<3%

입력 walk-in function
충전기 출력전압 조절정확도

1%

직류 리플 저전압

≤1%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Techsupport.kr@emerson.com(기술문의)
또는 Sales.kr@emerson.com(영업문의)로
문의 하십시오.

출력특징
380/400/415VAC, 3상 4선식

인버터 출력전압

1(kW-kVA)

출력역률
정상상태

< + 1% Typical

과도상태

< + 5% Typical

www.EmersonNetworkPower.Asia

정상상태 응답시간

< 20ms

인버터 과부하용량

110%에서 1시간, 125%에서 10분, 150%에서 1분, >150%에서 200ms

이상
총 THD
(THDv)

한국에머슨일렉트릭(주)
에머슨네트워크파워사업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논현동, 3층) POBA 강남타워 3층
T:82-2-3483-1566 F:82-2-592-7886

가능, 5-30s 조정가능

직류 특징

전압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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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균형부하

< 1o

100% 불균형부하

< 1o

100% 선형부하

< 1%

100% 비선형부하

< 3%

바이패스
바이패스 입력전압

380/400/415VAC, 3상 4선식

바이패스전압범위

Default : -20% ~ +15%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40%, -30%, -10%, +10%, +15% 선택가능
110% 연속, 170% 1시간, 1000% 100ms

바이패스과부하용량
SPM 지능형 배분 시스템 **

18분기 x 3

분기스위치 수

25A (표준), 10-63A(옵션)

분기스위치 용량
감시기능

메인 스위치 ON/OFF 상태,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소비전력, 2단계의
사용전류 사전경고

시스템
50/60Hz(조정가능)

주파수
주 동기화 범위

+/-2Hz(기본), +/-0.5Hz~3Hz 조정가능, 0.5Hz단위로
50Hz/60Hz +/-0.02%

측정 주파수 정밀도(내부시계)
시스템효율(전부하)

50%이상에서 최대 96%까지, 25%이상에서 최대 95%까지

운영환경
0-40도 C(상세사항은 사용자매뉴얼참조)

운영온도범위 *

-25~70도 C(배터리제외)

저장장치온도

0-95%, 응축없이

상대습도
최대운영고도
소음(1m) (최대용량)
IP 클래스
다른 기준들

Emerson Network Power.
The global leader in enabling
Business-Critical Continuity™.

<=1000m,1000-2000에서 운영할때는 100m 고도 높아질 때마다 1%까지 줄임
56

65
IP20(C93먼+C34지필터 설치된 경우)

Safty : IEC60950-1;IEC62040-1-1/AS62040-1-1,EMC:IE62040-2/AS62040-2/
EN50091-2 CLASS A:Design and test:IEC62040-3/AS62040-3

* 관련 조건이 적용됩니다
** 특정 구성에서만 적용됩니다.
주:
1. 출력분전반 기능의 Liebert APM은 병렬운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출력분전반 기능의 Liebert APM은 최대 120kVA/kW(120kVA+30kVA)시에만 적용됩니다
3. 300kVA Liebert APM의 경우 출력분전반 기능과 내장 Battery Mod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당사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C Power
Connectivity
DC Power
Embedded Computing
Embedded Power
Industrial Power
Infrastructure Management & Monitoring
Outside Plant
Power Switching & Controls
Precision Cooling
Racks & Integrated Cabinets
Services
AP12ENT-APM300V3-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