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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특장점에 대하여

1. POS(Point of Sale)

오늘날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전원 문제들로부터 

POS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간 전압 강

하, 서지, 저전압, 정전 등의 전력망 장애로 인한 문제

들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대형 소매상, 약국 체

인, 소규모 독립 소매상 등에 관계 없이, 전원 장애로

부터 POS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래 손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Eaton의 전원 솔루션은 가동시간 유지를 위한 

POS 환경 검토를 실시한다.

2. 네트워크 배선실

Eaton은 네트워크 배선실이 IT 네트워크와 공공기

반시설의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

으며, 고객에게 하나의 네트워크 배선실만 있는지, 전 

세계에 걸쳐 수 천개의 네트워크 배선실을 보유하고 있

는지에 관계 없이, 고객의 IT 시스템이 장애 없이 효과

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Eaton의 전원 보호 분배 및 관리 솔루션은 업

계 최고의 전원 솔루션으로, 고객의 네트워크 및 연결

된 장비들을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서버룸

모든 IT 솔루션은 개별적인 비즈니스 목적을 갖고 있

다. 서버룸은 수시로 바뀌는 업무의 우선 순위, 업그레

이드되는 응용 프로그램, 진보하는 컴퓨터 기술을 지원

하기 위해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올바른 전원 보호 솔

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한 유연성과 확장

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Eaton의 소

형 무정전 전원 장치 솔루션은 장비 설치 면적을 최소

화함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랙 장착 솔루션은 개별적인 랙 단위

로 비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 열 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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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랙의 경우, Eaton의 무정전 전원장치 캐비닛은 

뒤쪽과 옆쪽의 벽에 설치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설치 

옵션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쉽게 설치 가능하며, 배치 

비용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4. 데이터센터

Eaton은 데이터센터가 고객사 비즈니스의 중추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aton은 보다 높

은 가용성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언제든 고

객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

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단, 몇 초 간의 정전일지라도 

데이터센터에는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aton

은 신뢰성이 높은 분배 장비, DC 네트워크 전원 시스

템과 무정전 전원장치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전원이 끊

김없이 흐를 수 있게 한다. 또한 Eaton은 데이터센터 

설치 시, 고객이 예상치 못한 모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의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

하는 재난 복구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고객의 업무에 

단 하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EATON UPS Product Line 중 9 series는 9가지의 전원 

문제에 대비하며, 3상 UPS는 전 모델에 대해 이중 변환방

식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모든 전원 문제에 대비한다.

9 시리즈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 순간전압 강하, 

서지, 저전압, 고전압, 전선 노이즈, 주파수 변동, 과도

한 스위칭, 고조파 왜곡 등의 아홉 가지 문제로부터 전

원을 보호한다. 9 시리즈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보호는 

타버린 기판, 데이터 손상, 프로그램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EATON의 삼상 UPS는 아래와 같은 장점들을 접목시

킨 제품으로 광범위한 현장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선택

사양과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컨설턴트와 관련 업체들

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과 제품의 성능을 통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1. Double Conversion(이중변환 방식)

위의 9가지에 대한 전원 문제로부터 완벽히 보호되

기 위해서는 이중변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데이터 

센터 등의 주요 부하들에 대한 수요처에서는 가장 우선

적이 되는 신뢰성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만족도를 주고 

있다.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Off line 방식이나 Line 

Interactive 방식의 경우 한전 전원을 부하에 공급해주

는 방식의 특성상 어느 정도 효율은 높으나, CVCF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 정전압 정

주파수) + back up이라는 UPS의 기본적인 능력 수행

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 UPS의 입력 측의 불안정한 전

원이 수시로 공급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잦은 충방전

으로 인하여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전 순간전압 강하 서지 저전압 고전압 노이즈 주파수 변동 과도한 스위칭 고조파 왜곡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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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ular UPS

오늘날 UPS 수요처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그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

고, 요구사항에 맞춰 기존 일체형에서 modular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EATON은 25k 단위의 93PR 제

품과 50k 단위의 93Pm 제품, 그리고 300k 단위의 

9395 제품까지 다양한 용량, 다양한 UPS 환경에 맞춰 

Line-up이 되어 있다. modular UPS는 작은 단위의 

UPS가 내부 병렬을 통하여 하나의 System을 구축하

는 것인데, 여러 모듈을 사용 중에 있어 하나의 모듈이 

이상이 생길 경우 다른 모듈에서 부하 전원을 공급하게 

되며, 바이패스 절체 없이 수리 혹은 교체가 가능한 

System이다. mTTR(mean Time To Repair)을 최소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System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용량 증설을 위해 전원 라인이나 추가 공

사 없이 용량 증설을 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수요처에서 modular UPS를 선호하고 있으며, 

EATON에서도 다양한 대역의 UPS를 출시하여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다.

3.  VMMS(Variable Module 

Management System)

UPS를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

하는 부하 영역대는 50% 이상이며, 저부하에서는 효율 

및 고조파율, 그리고 UPS 내부 소자 수명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항상 적정 부하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부하율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

비교 기술 Double Conversion 방식 Line Interactiv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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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정전 축전지 방전 축전지 방전 

Surgy 흡 수 감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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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압 흡 수 축전지 방전(정전과 동일한 동작)

고전압 흡 수 축전지 방전(정전과 동일한 동작)

축전지 방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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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역률 0.99 부하 역률이 입력 전원에 영향을 줌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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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UPS 자체적으로 부하율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VmmS라 한다.

VmmS는 Case1과 같이 병렬 System에서 각 UPS 

를 Stand-by 형식으로 On/Off를 하여 UPS의 부하율

을 맞추며, Case2와 같이 내부 파워모듈 또한 개별적

으로 Setting이 가능하다.

4. High Efficiency

EATON UPS의 93PR, 93Pm, 9395P 등의 제품들

은 Three-Level IGbT를 채택하여 이중변환 방식에서 

96% 이상 나오며, ESS mode를 적용 시 30% 저부하

에서도 99%의 고효율이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Three-level IGbT는 각 상의 모듈당 4개의 IGbT로 구

성하여 기존보다 스위칭 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SS mode는 인버터가 Stand-by 형태로 있어 

입력전원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2ms 이내의 절체 속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고객사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5. ECT(Easy Capacity Test)

UPS를 설치하거나 이상이 생겨 수리를 할 경우에 

대다수의 고객들은 부하 절체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

길 원하며, 부하기를 통해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부하기 대여비, 

라인 작업, 부하 테스트 전력 낭비 등 많은 비용이 소

모됨에 따라 UPS 자체적으로 부하 테스트를 하며, 전

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ECT이다.

인버터에서 생성된 전원의 위상각을 틀어 그 전원을 

출력이 아닌 바이패스 라인을 역으로 돌게 만들어 전체 

부하의 5% 정도의 전력으로 풀부하 테스트까지 가능

하게 했으며, 부하기를 통한 테스트와 동일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풀부하 및 Setting을 통하여 용량대별 테스

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 부하의 용량에 맞춰 테스트를 

할 수 있어 부하 절체 전에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절

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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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t Sync 기술

EATON UPS만의 특허기술인 Hot sync parallel 기

술로 병렬 구성 UPS system에서 가장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 병렬 UPS 간 전류 데이터 통신 케이블에 이

상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도 부하 전원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병렬 구성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하 분담 문제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각 UPS의 독립적인 부하 관리로 인하여 전압 및 동기

화를 통한 부하 분담을 한다.

EATON은 전원 관리 부문에서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으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전력 관

리 문제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

다. 전 세계의 많은 산업들이 독창적인 제품들로부터 

일괄수주 방식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EATON의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만족

도를 높이고 있다.

DC

DC AC
AC

STATIC SWITCH

RECTIFIER

UTILITY FACILITY EATON 9395 UPS

BATTERY

INVERTER

그림 3. EATON의 자체 부하 테스트 다이어그램(ECT)

그림 4. EATON UPS Hot sync parallel 기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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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ON은 맞춤화된 서비스와 고객 지원, 혁신적 사

고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한

발 앞서 제공하며, 많은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

들을 통하여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

력하고 있다.

EATON에 대하여

EATON은 1911년 J.O. eaton이 설립하여 올해로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Power management 

회사이다. 본사는 미국 Cleveland에 위치해 있으며, 스위스, 핀란드, 브라질, 중국 등 주요 거점 지사가 위

치해 있다. 작년 매출은 약 226억 불이며, 전 세계 175개국의 지사에서 10만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EATON의 사업부는 크게 전기사업부문와 산업부문 2가지로 나뉘며, 전기사업부에는 전력 및 일반산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전기기기들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제조사업과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업부문은 유압, 항공, 자동차 산업의 기기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175개국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의 주요국 대부분에 지사가 

있으며, 만이천여 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전략적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ATON은 지난 백여 년 

동안 많은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회사들을 EATON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EATON으로

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융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ooper를 포함, WH, Powerware, Santak, 그리고 IEC 분야의 Holec, moeller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사

업 분야의 다양한 고객층을 커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EATON UPS는 5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인업을 구성하

여 어떠한 현장에도 고객의 요청에 맞게 Configuration 할 수 있는 산업용 UPS인 9EHD를 비롯하여 

9395, 93PR, 93Pm, 93E 등의 주요 모델들을 선두로 하여 활발히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EATON UPS

는 미국, 중국, 핀란드 세 곳에 생산 공장을 두고 UPS 내부에 장착되는 PCb까지 자체 생산을 통하여 품질

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ATON은 전원 관리 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전기, 수력, 기계적 전원

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장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것

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전력은 단순히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를 넘어서 비즈니스를 수

행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고객 기업들이 존속하는 동안 전원 시스템을 전략적인 통합 자산으로 측정하고 관

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고객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EATON의 전기 사업은 많은 영역

에서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EATON의 전원 솔루션은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품질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