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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하며, 설치 및 구현이 손쉽습니다.

□ 전자식 전압 레귤레이터, LED표시기 및 전화 보호 기능을 통해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설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또한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로 고객님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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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haracteristics

일반 사양 Keor LP Daker DK Plus Keor S Keor T EVO Keor HPE Keor HP
정격 용량 (kVA) 1 - 3 1 - 10 3 - 10 10 - 60 60 - 500 100 - 800

유효 용량 (kW) 0.9 - 2.7 0.9 - 10 2.4 - 9 10 - 60 60 - 500 90 - 720

적용 기술 온라인 이중 변환, VFI-SS-111

출력 파형 SineWave

시스템 백업 시간 확장 가능 UPS Conventional 
UPS

단독 또는 병렬 운전시
4대까지

Conventional UPS, 단독 또는 병렬 운전시 6
대까지

입력 전원 사양
입력 전압 230V 220, 230, 240V 380, 400, 415V 3Ph + N + PE

입력 주파수 45 - 65Hz
(자동 인식)

50 - 60Hz
(자동 인식)

50 - 60Hz
(자동 인식)

45 - 65Hz
(자동 인식)

50 - 60Hz
(자동 인식)

입력 전압 허용범위 210V - 240V
(100% 부하시)

176V - 280V
(100% 부하시)

160V - 288V (3kVA)
195V - 280V
(5, 10kVA)

305V - 485V 400V +15% / 
-20% 

208V - 459V
(50% 부하시)
358V - 459V

(100% 부하시)

입력 파워 팩터 > 0.99 > 0.99 > 0.9 > 0.99

출력 전원 사양
출력 전압 230V ± 1% 220, 230, 240V 380, 400, 415V 3Ph (Adjustable from Front Panel)

정격 출력 주파수 50/60Hz
50/60Hz

(Configurable via LCD panel)

시스템 효율 up to 90% up to 94% Up to 98% up to 95% up to 96%

피크 팩터 3:1

출력 전압 왜곡률 (THD) < 3% (linear 부하시)
< 1.5% (linear 부하시)

< 3% (non-linear 부하시) < 2% (linear 부하시) < 5% (non-linear 부하시)

정격 출력 전압 ± 1%

자동 내부 바이패스 Included / Built-in

외부 바이패스 Optional / Built-in

기술적 특징

스크린 및 신호
 멀티 컬러 LED

상태 표시창,
알람 및 신호음

메뉴 선택용 버튼 x 4,
상태 표시 LED x 5

LCD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실시간 운전 상태 표시

메뉴 선택용 버튼 x 4,
상태 표시 LED x 4

메뉴 선택용 버튼 x 4,
상태 표시 LED x 4

통신 포트 RS232 x 1,
인터페이스용 슬롯 x 1

RS232 x 1
USB 포트 x 1

RS232 x 1,
USB 포트 x 1
(3kVA 모델),

modbus/SNMP
(옵션)

RS232 x 1, GenSet x 1,
드라이 컨택(접점)

포트 x 4,
ModBus x 1

드라이 컨택(접점)
포트 x 1,

RS485 x 1,
ModBus-RTU x 1

RS232 x 1
USB 포트 x 1
(RS485 옵션)

원격 관리 가능
시스템 비상 정지 (EPO) 가능

규격
제작 기준 EN 62040-1, EN 62040-2, EN 62040-3

□ 최대 800 kVA 출력 가능한 전문 솔루션 제공 

□ 역률 보정 회로(Power Factor Correction Circuit)로,
    모든 측정시 정확한 제어를 위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장착된 온라인 이중변환 UPS.

□ 최대 96% 효율의 고품질 출력을 위해 Transformer-Free 기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