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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Generation UPS Answering the 

Demand of Large Data Centers and Colocations 

Delta's superior Ultron DPS series 300 - 1200kVA UPS supports unity output power factor to deliver up to 10 MW power capacity         to 

meet the demands for large data centers and colocations that require higher power capacity. The Ultron DPS series guarantees     the 

highest level of system reliability and resiliency by supporting self-detection of key components with pre-warning function, multi- layered 

redundancy design, and complete power rating coverage. Moreover, the DPS series supports advanced manageability. Key environment 

parameters, and event analysis can all be monitored via local 10” LCD monitor and remotely. Along with optional battery management 

software, the DPS series enables users to achieve predictive maintenance and minimize system downtime, while lowering the total cost 

of ownership (TCO). 

 
 

Ultimate Availability 

• Supports up to 10 MW power capacity with the parallel redundancy and expansion up to 8 units 

• Redundancy components and dual CAN bus ensures system availability 

• Proactive detection of key component status for early diagnosis on UPS malfunction 

• Intelligent battery health diagnosis enables better battery maintenance and replacement 

• Advanced event analysis, including 10, 000 event logs, waveform capturing and key parameters 

recording, to detect UPS abnormality and ensure higher availability 

Excellent Performance 

• The industry's leading power density and smallest footprint with the design of both top/ 

button cable entry and inbuilt switches, which allows you to flexibly utilize the space under the 

circumstance of high power requirements 

• Unity output power factor guarantees no-rating and provides 100% kW 

• AC-AC efficiency of up to 96.5% and 99% in ECO mode resulting in marked energy cost savings 

• Supports both VRLA and environment-friendly Li-ion batteries 

Sophisticated Manageability and Flexibility 

• User-friendly 10” color touch panel simplifies local UPS management 

• Environment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water, fire, and temperature can be integrated and monitored via the LCD panel of the UPS 

• If the UPS is equipped with an external battery management system, the battery information can be integrated and monitored via   the 

LCD panel of the UPS 

• Fully front access and modular design of key components shortens the mean time to repair (MTTR) 

• Flexible battery quantity of 30-46 pcs achieves optimal battery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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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UPS – Ultron 제품군 

DPS 시리즈, 삼상 

300 - 1200 kVA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코로케이션의 수요에  

대응한 차세대 UPS 

델타의 강력한 Ultron DPS 시리즈 300 - 1200kVA UPS 는 단위 출력 역률(1.0 의 출력 역률)을 지원하여 최대 10 MW 의 전력 용량을 제공함

으로써 더 높은 전력 용량을 요구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코로케이션의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Ultron DPS 시리즈는 사전 경고 기능을 통

한 주요 부품의 자체 감시, 다층적 이중(리던던시) 설계, 폭넓은 정격 전력 범위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과 탄력성을 보장합

니다. 또한 DPS 시리즈는 탁월한 관리 용이성을 자랑합니다. 로컬 10 인치 LCD 모니터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해 주요 환경 파라미터를 모니터

링하고 이벤트 분석 결과를 확인가능 하게 하며, 선택사항으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연동 시킬 수 있습니다. DPS 시리즈는 사용자가 

예측 유지보수를 달성하고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총 소유 비용(TCO)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의 가용성 

• 병렬 리던던시와 최대 8 대의 확장성을 통해 10 MW 의 전력 용량을 지원합니다.  

• 이중화 부품들과 듀얼 CAN bus 가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 UPS 오작동 시 조기 진단을 위하여 주요 구성부품의 상태를 사전 점검합니다.  

• 지능적 배터리 상태 진단 기능을 통해 최적의 배터리 유지보수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 10,000 개의 이벤트 로그, 파형 캡쳐 기능, 주요 파라미터 기록을 포함하는 고급 이벤트 분석을  

통해 UPS 의 이상을 감지하고 더욱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뛰어난 성능 

• 업계 최고의 전력 밀도와 상단/하단 케이블 도입부 및 내장 스위치 설계 적용을 통해 최소화된  

풋프린트로 높은 전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역률이 1 이므로 정격 용량에 관계 없이 100% kW 를 제공합니다 

• 96.5%에 달하는 AC-AC 효율과 ECO 모드의 99% 효율은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시켜줍니다. 

• VRLA 와 환경 친화적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지원합니다.  

탁월한 관리 용이성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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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S 의 LCD 패널을 통해 보안, 습도, 화재, 온도와 같은 환경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UPS 에 외장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LCD 패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부품의 모듈형 설계로 완전한 전면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평균 수리 시간(MTTR)이 단축됩니다. 

• 30 ~ 46 개의 유연한 배터리 수량을 통해 최적의 배터리 투자가 가능합니다. 



델타 UPS – Ultron 제품군 

 

DPS 시리즈, 삼상 

300 - 1200 kVA 
 
 

 

기술 사양    

모델  DPS-300k DPS-400K DPS-500K DPS-600K DPS-800K DPS-1000K DPS-1200K 

정격 전력 kVA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kW 300 400 500 600 800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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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범위 176/304~276/478 VAC (전부하) 

 전류 고조파 

왜곡 

<3% (선형부하); <5% (비선형 부하) 

 역률 > 0.99 

 주파수 40 ~ 7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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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고조파 

왜곡 

<1.5% (선형부하); <5% (비선형 부하) 

 전압 조정  ±1 (static); ±5 (dynamic) 

 역률 1 

 주파수 50/60Hz (자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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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10” 컬러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표준 RS232, 병렬 포트, USB, Modbus RS485, 입력 접점, 출력 접점,  

SNMP 기능이 내장된 터치스크린 

 선택 사항 Relay I/O 카드, 배터리 케비닛 온도 센서 케이블 

적합성 인증 안전성 CE 

효율 AC-AC 모드 최대 96.5% 

 ECO 모드 99% 

배터리 종류 VRLA, LiB 

 충전 전류 90A 120A 150A 180A 240A 300A 360A 

 배터리 수량 30 – 46 개 

환경 작동 온도 0 ~ 40℃ 

 상대 습도 0 ~ 95% (비응축) 

 소음 <80 dB 

 IP 보호 IP 20 

기타 병렬 리던던시 및 

확장 

최대 8 대 

 EPO (비상 전력 끄기) 원격 및 로컬 

외관 크기 (W x D x H) 600 mm* 

900 mm 

2000 mm 

1200 mm* 

900 mm 

2000 mm 

1800 mm 

900 mm 

2000 mm 

2450 mm 

900 mm 

2000 mm 

 무게 515 kg 700 kg 811 kg 970 kg 1270 kg 1850 kg 2000 kg 

     * 폭(W)은 네 개의 내장 스위치를 포함하는 케비닛의 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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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10 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가능 DPS 시리즈 300-600kVA 는 표준 

모델로서 네 개의 내장 스위치와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전면에서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부품의 모듈형 설계는 유지보수

를 간단하게 만들며 평균 수리 시간

(MTTR)을 단축합니다.  

http://www.deltapowersolutio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