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ower behind competitiveness

Delta UPS – Agilon 제품군

Reliable power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 and home office application

편의성
• Schuko 소켓 적용으로 컴퓨터 및 IT기기들과의 간편한 

연결성 제공
• 컴팩트형 사이즈에 의한 공간 최소화로 중요 장비의 

공간적 지원 최대화

관리성
• 표준형 USB 커뮤니케이션 포트를 통한 편리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 최첨단 UPS 운영 소프트웨어에 의한 원격 셧다운 및 

컨트롤 기능

Agilon VX 라인 인터랙티브 UPS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 기능의 탑재로 PC와 노트북, POS 및 기타 홈 오피스와 소규모 
기업의 주요 전자 장비들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체형 자동전압조정기(AVR)의 
탑재로 모든 전자 장비들에 안정적인 전력과 최대의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Agilon VX 시리즈의 자동 셧 다운 소프트웨어 및 
추가적인 탁월한 기능들은 완벽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VX 시리즈, 라인 인터렉티브
600/1000VA

POSHome

MonitorPC ADSL

신뢰성
• 일체형 AVR 탑재로 고품질의 안정적 전원 공급
• 탁월한 성능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컨트롤에 의한 정교한 전원 

주파수 감지로 높은 신뢰성 제공
• 폭넓은 전압 범위로 열악한 운영 환경에서의 성능 보장과 

배터리 방전시간 최소화
• Off 모드 시에도 UPS 배터리 자동 충전 및 주 전원 없이도 

가동시작 (콜드 스타트 기능)
• 유틸리티 전원 복구 중 UPS 자동 재시작 기능
• 서지 보호 기능을 통한 중요 장비의 부하 보호



www.deltapowersolutions.com
Leaflet_UPS_VX600-1000VA_ko_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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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UPS – Agilon 제품군

모델

All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용량
입력

출력

배터리

계기
인터페이스
환경

인증
외형

정격 전압
전압 범위
주파수 범위
전압
주파수 범위
파형 (배터리 모드)
연결
배터리 타입 & 수량
표준 충전 시간
콜드스타트

표준
동작온도
고도
상대습도
소음
Safety & EMC
치수 (Wx Dx H)
무게

VX-600VA

600VA/ 360W
220 VAC
162~268 VAC
50/60 Hz (자동센싱)
220VAC ± 10% (배터리 모드)
50/60 Hz ± 1 Hz
정현파 (Simulated)
Schuko x2
12V/7 Ah x1
6-8 시간 (90% 충전)
가능
LED
USB 포트 x1
0~40ºC
0-1000m
0-90% RH (비응축)
< 40 dB
CE & KC
101 x 279 x 142 (mm)
4.2 Kg

VX-1000VA
1000VA/ 600W

Schuko x4
12V/7 Ah x2

130 x 320 x 182 (mm)
8.2 Kg

Delta offers a full range of UPS
solutions from 600 VA to 4000 kVA
to fulfill your power security needs.

1000VA rear view

600VA rear view

VX 시리즈, 라인 인터렉티브
600/1000VA

Technical Specif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