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슈나이더 일렉트릭 특허의 4레벨 인버터를 활용한 차세대 ECOnversion 모드

- 대형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및 비즈니스 중요 애플리케이션용 3상 UPS

- 최대 99%의 효율성과 높은 신뢰성으로 총 소유 비용 절감

슈나이더 일렉트릭, 

메가와트급 전원 보호 ‘Galaxy VX UPS’ 출시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

렉트릭 코리아(대표 김경록)가 고효율과 높은 신뢰성이 

특징인 대용량 3상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인 

Galaxy VX 를 2017년 1월에 출시한다. Galaxy VX

는 혁신적인 모듈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계된 UPS로 

대형 산업 시설, 데이터센터와 비즈니스 핵심 애플리케

이션에 높은 신뢰성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제공한다.

Galaxy VX는 대형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기업들

에게 고효율과 신뢰성을 위한 2가지 동작 모드를 지원

한다. IT 환경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기업들이 IT 환

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유연한 동작 모드를 선보인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Galaxy VX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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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변환 모드(Double Conversion Mode)

   :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특허 받은 4중 변환 기술을 

활용하여 스위칭 손실을 낮추게 하는 고효율의 

이중 변환 모드이다. 저감한 스위칭 스트레스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장률이 감소한다.

 

  고효율 변환 모드(ECOnversion Mode)

   :  에코 모드와 이중 변환 모드의 하이브리드 버전

으로 최대 99%의 효율성과 함께 이중 변환 모드

급의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페드로 로브레도(Pedro Robred) 

Secure Power System 부사장은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와 관련된 IT 모델들이 지속적으

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데이터센터로 전환

하려는 움직임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다. 며, Galaxy VX는 확장 가능한 모듈

형 방식을 통해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면서 높은 가용

성,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Galaxy VX를 통하여 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상의 접근 방식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

는 에너지 스토리지 니즈에 대하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스토리지 옵션들을 제공한다. 고 

전했다.

 

Galaxy V 전원 보호 UPS의 신제품인 Galaxy VX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과 완전히 통

합된다. Galaxy VX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www.schneider-electric.co.kr/

k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3상 

UPS에서 이룬 혁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watch?v=gLNqR27v3hs)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하여

1836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

업이다. 2015년 300억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6만 명의 

직원들이 에너지와 산업공정을 안전하고 생산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간단한 스위치에서 복잡한 운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슈나이더 일

렉트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방식

을 개선시키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연결(Connected) 기술은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

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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