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루프 최적이득제어모듈

ALL IGBT 병렬운전 UPS
대용량 성능인증획득

HiPERI-
9200/9300





2~10KVA 20~80KVA 100~300KVA 400~500KVA

DSP 방식 ALL  IGBT UPS의 시스템 구성도(강인제어 기능의 다변수 제어모듈)

9200/9300 제품 사진 (LCD Type, Touch Screen Type)



HiPERI-9300-Series 성능 및 특성
      

항 목 성                                  능

모델 (HiPERI-9300) 010K 015K 020K 030K 040K 050K 060K 075K 080K 100K 120K 150K 200K 300K 400K 500K

정격용량 (KVA) 10 15 20 30 40 50 60 75 80 100 120 150 200 300 400 500

일
반
적 
특
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

설치장소 해발 1,000m이내 (실내설치)

효율 88% ~ 94% 이상

소음시험 60 ~ 75dB 이하

입
력
특
성

제어방식 IGBT PWM 방식

입력상수 3상 4선, (3상 3선 ☞ 선택사양)

입력전압 380/220V, (440V, 기타 ☞ 선택사양)

입력전압 변동범위 ±10% (±15%, 기타 ☞ 선택사양)

입력주파수 60Hz ±5%

입력역률 0.98 이상 (100% 부하 시)

입력전류 
고조파왜율

5% 이하 (100% 부하 시)

출
력
특
성

제어방식 IGBT PWM 방식

정격출력전압 380/220V, (440V, 기타 ☞ 선택사양)

출력전압 안정도 ±1% 이내

출력역율 0.8 LAG

출력주파수 안정도 60Hz ±0.3% 이내

출력 전압 파형
고조파 왜율

THD 3% 이하

출력가변범위 ±5% 이상 가변 가능

과 부 하 내 량 125% 부하 시, 10분간 견딜 것

과도전압 및  
응답속도

50%↔100% 부하급변 시
과도전압 ±5% 이내

응답속도 20ms 이내

정•복전시
과도전압 ±5% 이내

응답속도 20ms 이내

동기
절체

동기절체조건 인버터 고장, 과부하, DC Low, 온도과열

동기절체 4 ms 이내

온도상승

변압기 or 리액터 : 140K 이하

반도체 : 80K 이하

외함 : 30K 이하

절연저항 전기회로와 접지 사이에 DC 500V 인가 시 절연저항은 5㏁ 이상

절연내력 전기회로와 접시 사이에 (정격전압 x 2) + 1000V, 60Hz를 1분간 인가시 절연파괴 없을 것

병렬부하분담 부하편차는 ±5% 이내 (각 50% 부하시)

축
전
지

종    류 개방형/밀폐형 연축전지

용    량 AH (정전보상시간에 따름)

수량 (선택사양) 12V 20Cell ~ 32Cell or 2V 120Cell ~ 192Cell

정격전압 192V ~ 384V

정전보상시간 10분, 30분, 60분, 2시간, 3시간, 4시간 (☞ 선택사양)

외부통신용 인터페이스 RS-232 또는 RS-422 통신포트 내장, SNMP 지원



ALL IGBT UPS
HiPERI-9200-Series 성능 및 특성
      

항 목 성                                  능

모 델
(HiPERI-9220, 9230)

002K 003K 005K 008K 010K 015K 020K 025K 030K 040K 050K

정격용량 (KVA) 2 3 5 8 10 15 20 25 30 40 50

일
반
적 
특
성

냉각방식 강제풍냉식

사용정격 100% 연속

설치장소 해발 1,000m이내 (실내설치)

효율 88% ~ 95% 이상

소음시험 45~65dB 이하

입
력
특
성

제어방식 IGBT PWM 방식

입력전압 1상 220V (3상 4선 380/220V, 기타 ☞ 선택사양)

입력전압 변동범위 ±10% (±15%, 기타 ☞ 선택사양)

입력주파수 60Hz ±5%

입력역률 0.98 이상 (100% 부하 시)

입력전류 고조파왜율 5% 이하 (100% 부하 시)

출
력
특
성

제어방식 IGBT PWM 방식

정격출력전압 1상 220V, (110V, 기타 ☞ 선택사양)

출력전압 안정도 ±1% 이내

출력역율 0.8 LAG

출력주파수 안정도 60Hz ±0.3% 이내

출력 전압 파형
고조파 왜율

THD 3% 이하

출력가변범위 ±5% 이상 가변 가능

과 부 하 내 량 125% 부하 시, 10분간 견딜 것

과도전압 및  
응답속도

50%↔100% 부하급변 시
과도전압 ±5% 이내

응답속도 20ms 이내

정•복전시
과도전압 ±5% 이내

응답속도 20ms 이내

동기
절체

동기절체조건 인버터 고장, 과부하, DC Low, 온도과열

동기절체 4 ms 이내

온도상승

변압기 or 리액터 : 140K 이하

반도체 : 80K 이하

외함 : 30K 이하

절연저항 전기회로와 접지 사이에 DC 500V 인가 시 절연저항은 5㏁ 이상

절연내력 전기회로와 접지 사이에 (정격전압 x 2) + 1000V, 60Hz를 1분간 인가시 절연파괴 없을 것

축
전
지

종    류 개방형/밀폐형 연축전지

용    량 AH (정전보상시간에 따름)

수량 (선택사양) 12V 16Cell ~ 30Cell

정격전압 192V ~ 360V

정전보상시간 10분, 30분, 60분, 2시간, 3시간, 4시간 (☞ 선택사양)

외부통신용 인터페이스 RS-232 또는 RS-422 통신포트 내장, SNMP 지원



본사및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