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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generation of modular UPS systems designed for ultimate availability, 

excellent performance, high efficiency, and ideally suited for medium-sized 

datacenters. 

In this IT intensive world with heavy data traffic driven by cloud, 4G/5G and media streaming applications, IT managers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increasing rack power density and limited data center space. Delta's innovative modular UPS technologies provide the 

answer to customers' demand for ultimate availability, excellent performance, and high efficiency. The brand-new Delta Modulon DPH 

series UPS 80/120 kVA achieves the industry's leading power density of 20kW per module in 2U height, offering the smallest footprint 

and best space utilization. The Modulon DPH Series UPS is the ideal modular power protection for all critical IT application with its’ small 

package, flexibility and seamless integration. 

 

Excellent Power Performance 

• The industry's leading power technology offers up to 120kW within all 

equipped breakers in 162.8 kW/m3 which supports the top/bottom cable entry 

without additional cabinet to achieve the best utilization compared with its 

peers 

• High AC-AC efficiency over 96% and ECO mode to 99% resulting in 

marked energy cost savings 

• Green mode featuring a load aggregation function optimizes system 

efficiency 
 

Ultimate Availability 

• Fully modularized design and hot-swappable key modules ensure Mean 

Time To Repair (MTTR) close to zero without downtime risk 

• Redundant components and dual CAN bus delivers highest system 

availability and avoids single point of failure 

• Key components aging pre-warning mechanism to provide the proactive 

reliability to minimize the human error and reduce the downtime risk 

(optional). 
 

High Manageability 

• User-friendly 10" color touch screen enables easy local UPS management 

• Environment information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transmits 

signals from environment sensor can be integrated into the UPS for easy 

monitoring via the LCD of the UPS 

• If the UPS is equipped with an external battery management system, the 

battery information can be integrated into the UPS and monitored via the LCD 

of the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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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UPS – Modulon 제품군 

DPH 시리즈, 삼상  

20 - 80/120 kVA 

차세대 궁극적인 가용성, 뛰어난 성능,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간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모듈형 UPS 시스템. 

클라우드, 4G/5G, 미디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오가는 오늘날의 IT 집약적 세상에서 IT 관리자들은 

증가하는 랙 전력 밀도와 제한적인 데이터센터 공간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혁신적인 모듈형 UPS 기술은 궁극적인 

가용성, 최고의 성능, 높은 효율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델타 Modulon DPH 시리즈 UPS 80/120 kVA 는 2U 의 

높이에서 업계 최고의 모듈 당 20 kW 라는 전력 밀도를 달성하여, 최소의 풋프린트와 최고의 공간 활용을 제공합니다. Modulon DPH 시리즈 

UPS 는 모든 중요 I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모듈형 전력보호장치로서 작은 패키지, 유연성, 원활한 통합성이 특징입니다. 

최고의 전력 성능 

•  업계 최고의 전력 기술은 162.8 kW/m
3
의 용량으로 모든 설치된 차단기에서 

최대 120 kW 의 전력을 공급하며, 추가 캐비닛 없이도 상단/하단의 케이블 

       도입부를 지원하므로 다른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  96% 이상의 높은 AC—AC 효율과 99%에 달하는 ECO 모드 효율을 

통해 확실한 에너지 비용 절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Load aggregation 기능을 제공하는 그린 모드는 시스템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궁극의 가용성 

•  완전하게 모듈화된 설계와 핫스왑 가능한 주요 모듈은 다운타임의 위험  

없이 0 에 가까운 평균 수리 시간(Mean Time To Repair, MTTR)을 보장합니다. 

•  이중화된 부품과 듀얼 CAN bus 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가용성을 

제공하고  단일 장애점(SPOF)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  주요 부품의 노화에 대한 사전 경고 메커니즘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여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운타임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선택사항). 

탁월한 관리 용이성 

•  사용자 친화적 10 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쉬운 로컬 UPS 관리가 가능합니다. 

•  UPS 의 LCD 를 통해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경 센서가 제공하는 온도 

, 습도, 전송 신호와 같은 환경 정보를 UPS 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UPS 는 외장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UPS 에 배터리 정보를  

통합하고 UPS 의 LCD 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델타 UPS – Modulon 제품군 

 

DPH 시리즈, 삼상  

20 - 80/120 kVA 
 

 

기술사양 

모델  DPH 80 시스템 DPH 120 시스템  

정격 전력 kVA 20/40/60/80kVA 20/40/60/80/100/120kVA  

 kW 20/40/60/80kW 20/40/60/80/100/120kW  

 파워 모듈 수량 최대 4 대 최대 6 대  

입력 공칭 전압 220/380V, 230/400V, 240/415V (3-상, 4-선 + G) 

 전압 범위 305~478 Vac (전부하) 

 전류 고조파 왜곡 ≤ 2% * 

 역률   > 0.99 

 주파수 범위 50/60 Hz 

출력 전압 220/380V, 230/400V, 240/415V (3-상, 4-선 + G) 

 전압 고조파 왜곡 ≦ 1% (선형 부하); ≦ 4% (비선형부하) 

 전압 변동률 ±1% (static) 

 주파수 50/60 Hz 

 과부하 내량 ≦ 125% : 10 분 ; ≦ 150% : 1 분 ; >150%: 1 초 

디스플레이  10” 컬러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표준 외장 배터리 온도 접점 x 4, 

외장 스위치/차단기 상태 접점 x 4, 

출력 접점 x 6, 입력 접점 x 4, 병렬 포트 x 2, 

USB 포트 (Type A x 2; Type B x 1), RS232 포트 x 1, 

Modbus 포트 x 1, BMS (RJ45) x 1, Ethernet x 1, SNMP 슬롯 x 1, REPO 포트 x 1 

적합성 안전 CE (IEC62040-1, IEC62040-2 (C3: 표준, C2: 선택사항) 

효율 AC-AC 모드 > 96% (피크 효율) 

 ECO 모드 99% 

배터리 공칭 전압 ±240 Vdc (디폴트, ±180Vdc~±276Vdc 설정 가능) 

 충전 전압 ±272Vdc (204V부터 312V까지 조정 가능) 

 배터리 과방전 보호 기능 예 

환경 작동 온도 0 ~ 40℃ 

 상대 습도 95% (비응축) 

 소음 (1 미터 거리) < 65 dB   

 IP 보호 IP20 

기타 병렬 리던던시 및 확장 모듈 및 시스템 리던던시 ; 최대 8 대 

 배터리 스타트  예 

외관 크기 (W x D x H) 600 x 850 x 1445 mm  

 무게 : UPS 시스템 (파워 모듈 제외) 150 kg 162 kg  

 무게 : 20kW 파워 모듈 (선택사항) 18 kg 

* 입력 전압 총 고조파 왜곡이 1% 미만인 경우 

모든 규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kW 파워 모듈 (2U) 

사용자 친화적 10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완전한 모듈화및 핫스왑 

기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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