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1 MW, N+1

확장 가능한 대용량 UPS



Borri INGENIO MAX XT는 확장성이 있는, 
고효율 UPS 시스템으로 주요 시설에 안정
적이고 무정전의 전력을 공급하여 줍니다. 
고효율 운전과 HOT 상태에서의 쉬운 
유지보수는 아주 낮은 Capex와 Opex를 
가능하게 합니다. 
유연한 구성과 배치는 귀사의 시설 및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TCO 절감
Borri INGENIO MAX XT는 유연한 기능과 
옵션으로 귀사의 요구에 딱 맞는 디자인
으로 900kW에서 최대 2.1MW까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Borri의 특허 받은 3-L Green Conversion 
디자인은 사용자께서 데이터센터에 랙 및 
서버의 수를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에서 높은 전력 밀도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 250kW 및 300kW 모듈

Hot상태에서 최대 2.1MW까지 

확장 가능(*)

내부 이중화 구성으로 고장 허용 

설계를 제공합니다. (N+1 또는 N+N)

125% 연속 작동 스태틱 스위치는 

강력한 과부하 기능을 제공합니다.

Hot 유지보수 가능 모듈 (VFI)은 평균 

수리시간을 줄이고 시스템 정지시간을 

방지하여 줍니다.

자동 배터리 시험 기능

작은 설치 면적

특허 받은 3-L Green Conversion 기술

낮은 부하에서도 최대 97% VFI 효율

ECO모드에서 최대 99% 효율

낮은 가청 소음

시스템 설계 유연성

전체 설치 유연성

가장 낮은 총 소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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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

데이터 센터

●

연속 냉각

●

네트워크 및 통신

●

대형 시설

●

주요 상업 설비

3-L Green Conversion
최대 97% 효율을 갖는 On-line double 
conversion VFI는 특허를 받은 제어 알고
리즘에 기반을 둔 3-L Green Conversion
으로 서브시스템을 관리하여 시스템 
효율을 증대 시키고 손실 및 부품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높은 효율과 부품 
신뢰도를 향상 시킵니다. 
Green Conversion 배터리 관리는 또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서 낮은 TCO를 
실현합니다.

2.1 MW까지 유연하게 확장
가능
INGENIO MAX XT는 온라인 더블컨버젼
및 ECO 모드 등 다양하고 유연한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Borri INGENIO MAX XT는 부하 기준 
셧다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온라인 
VFI 모드에서 가벼운 부하일 때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정격 250kW 또는 300kW MPM 
모듈을 사용하여 최대 40°C에서 최대 
2.1MW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N+1, N+N 
및 A+B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모든 
시설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L Green Conversion 인버터 기술은 
UPS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여 줍니다. 
HOT 상태의 유지보수 기능은 VFI 동작상태
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연한 배치 옵션을 통해 어떠한 기계실 
공간에도 제약없이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먼지필터는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시스템은 연축전지 및 리튬이온 배터리
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저장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는 모든 사용자 정보 및 기록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옵션



INGENIO MAX XT 전력 보호 시스템은 250kW 또는 300kW MPM 전력 모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력 증설 또는 이중화는 추후에 UPS를 바이패스 상태로 두지 않고도 MPM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최대 
2.1MW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설계 및 설치 덕분에 귀사의 핵심적인 주요 설비에 대한 증설 및 개조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확장형 시스템

부하 기반 셧다운 알고리즘은 
가장 높은 VFI 보호를 유지하면서 
출력 전력을 부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습니다.  

● 데이터센터의 일반적인 운영 시 
에너지 절약

연장된 서비스 수명

향상된 모듈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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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음

DAY 1 : 1200 kW DAY 2 : 1500 kW

+ + +

DAY 3 : 1800 kW DAY 4 : 2100 kW

● 넓은 입력 전압과 주파수 범위

소프트 스타트 기능으로 발전기 친화적

내장된 2N 및 N+1 병렬 기능

사람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한 
백피드 보호

노이즈, 역률 및 고조파에 대한 
완전한 메인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피크 쉐이빙 기능

리튬 배터리와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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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설계 인프라 통합
● 작은 설치 공간

배면 또는 벽면 설치, 뒷면에 
여유공간이 필요 없음

최대 허용온도 40°C

낮은 가청 소음 수준

먼지가 많은 환경에 대한 교체 
가능한 먼지 필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릴레이 (옵션)

상단 또는 하단 케이블 입력

용량 또는 이중화를 위한 전력 증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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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2/3 또는 3/4 시스템을 지원하는 
외부 싱크로 박스

Hot 상태에서 증설 가능한 VFI 옵션

높은 선택성 성능을 지원하는 내장 
중앙집중식 스태틱 바이패스

모든 백업시간을 맞출 수 있는 공통 
또는 개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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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하에서나 가장 높은 효율

VFI LBS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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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NIO MAX XT 기술 사양                                                                                                              
  900 1000  1200  1250  1500  1800  2100  

  900 1000  1200  1250  1500  1800  2100  

  600 750 900 1000  1200  1500  1800  

 MPM size (kW)  300 250 300 250 300 300 300 

  3440x970x2100  4320x970x2100  4320x970x2100  5200x970x2100  5650x970x2100  6930x970x2100  7810x970x2100  

 

정격 (kVA)

N 공칭 전력 (kW)

N+1 공칭 전력 (kW)

module 

UPS 치수 WxDxH (mm)*

UPS 무게 (kg)* 

배터리 구성

 3590  4470  4470  5350  5350  6330  7210  

         외부 360 - 372 cells,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다른 배터리 - 옵션)  

입력                                                                                                      

   

   

   

   

   

 

연결 형태 

공칭 전압

전압 허용 범위

주파수

역률

전류 왜곡 (THDi)  

50/60 Hz, 45 to 65 Hz

유선 4선 (정류기), 4선 (바이패스)

400 Vac 3-phase + 중성선 (정류기), 380/400/415 Vac 3-상 + 중성선 (바이패스)

 -20%, +15% (정류기); ±10% (bypass)

0.99

<3% 

출력      

   

   

   

   
   

   

 

연결 형태 

공칭 전압

주파수와 범위

전압 레귤레이션 (VFI)

역률

과부하 용량

AC/AC 효율**

IEC/EN 62040-3 에 따른 분류

  
   

   

  

유선 4선 (정류기), 4선 (바이패스)

380/400/415 Vac 삼상 + 중성선

50/60 Hz

스태틱: ±1%; 
다이나믹: IEC/EN 62040-3 Class 1

0.7 leading to 0.5 lagging without derating

인버터: 125% 10 분, 150% 1 분;
바이패스: 125% 연속, 1000% 1 싸이클

최대 99%

VFI-SS-111 

연결성 및 기능 확장       

   

  
  
      
     

 

전면 판넬

원격 통신

옵션 기능확장
 

10”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1024x600 픽셀

포함: 시리얼 RS232 와 USB; 입력 터미널 블록 (원격비상전원 차단, 배터리 차단기용 AUX 접점,
외부 유지보수 차단기용 aux 접점, 발전기 모드 aux. 접점., 외부 출력 차단기 aux. 접점,
원격 바이패스 절체 모드); SPDT 접점 릴레이 보드; ModBus-RTU (RS485).

옵션: ModBus-TCP/IP (Ethernet); ModBus-RTU to PROFIBUS DP adapter

절연 변압기; 고객 주문 배터리 캐비넷; 배터리 온도 probe; load-sync; 다른 옵션은 요구에 따름
    

System   

   

   

   

   

 

보호등급

색상

설치 배치

접근성

확장성  

IP 20

RAL 9005

벽, 뒷면, 옆면 설치, 나란히 설치 허용

전면과 상부 엑세스, 하부 / 상부 케이블 인입

최대 2.1 MW

* 공통 배터리, 중앙집중식 스태틱 바이패스, 하부 케이블 인입 참조. 다른 구성은 영업팀에 문의 할 것 ** IEC/EN 62040-3에 따름

 

       

환경

표준 및 인증서

     

   

   

   

 

운영 온도

보관 온도

고도 (해발) 

가청 소음 1m (dBA)  

0°C to +40°C

-10°C to +70°C

< 1000 m 전력 감소 없음, > 1000 m 100m 당 0.5% 전력 감소 

65 

   

     
    

     

   

    

   

   

 

품질보증, 환경, 건강 및 안전

안전

EMC

환경적인 측면

시험 및 성능

보호 등급

표시   

기타 기능

 IEC/EN 62040-1

IEC/EN 62040-2

IEC/EN 62040-4

IEC/EN 62040-3

IEC 60529

CE

ISO 9001:2008, ISO 14001:2004, BS OHSAS 18001:2007



서비스

고객의 기대는 전세계적인 시운전과
서비스에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대한 
초기 분석을 통하여 Borri의 최우선 순위로 
정의하였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 기술자 및 공인된 
엔지니어 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고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Borri의 전문교육 센터 또는 사이트에서 
훈련 및 서비스 팀이 맞춤식 교육을 
지원하고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귀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Borri의 
수준 높은 기준으로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 설치 및 시운전
 Borri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 

별로 귀사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R&D 팀은 광범위한 솔루션을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방 정비는 중단 없는 작동과 
최적화된 시스템 효율을 보장합니다.

분석시험
 

Borri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높은 
효율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분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배터리 시험 

배터리는 제한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유지보수는 UPS 
효율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고장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Borri는 고품질 및 성능 좋은 
배터리를 납품하여 원활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수리와 예비 부품  
Bor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비 부품은
Borri 솔루션을 완벽히 준수하며 
오리지널이며 테스트를 거쳐 
보장됩니다.

교육훈련 

Borri는 대리점 및 고객에게 3단계로 
구성된 서비스 훈련을 제공합니다. 
코스는 Borri 교육센터 또는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감시
가동시간 연장  
Borri 유지 보수 계약을 함으로써, 
Guardian Net은 서비스 전문가가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의 증가
Guardian Net은 귀사 시스템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orri Service Center의 포괄적인 
운영 인식을 제공하고 기술 권장 및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Borri Guardian Net은 예기치 못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UPS 시스템과 주변 장치의 원격 진단
및 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주요한 매개변수와 어떠한 편차에 
대하여 조기에 감지하고 경보가 
울렸을 때 즉각적인 대응으로 
가동시간이 연장되고 운영효율성에
향상을 가져옵니다.
장비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주기적인 보고서는 완전한 믿음을 
주며, 탁월한 지원 경험을 제공합니다

총 소유비용 절감
Guardian Net는 현장 가상 서비스 
전문가로 24시간 1주일 내내 모든 
관련 매개변수를 감시하고,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 시키고 귀사의 주요한 
장비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현장 
유지보수를 줄이고 총 소유 비용을 
최소화하여 줍니다



 

BORRI 소개

(주)토탈파워콤

www.totalpower.co.kr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605호(성수동2가, 우림이비즈센터)
TEL : 02-455-8914
FAX : 02-455-8917
E-mail : tpc@total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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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i 그룹은 전력전자 시스템 및 솔루션의 

세계적인 공급자로서, UPS와 솔루션에 대하

여 80여년 이상의 개발, 설계 및 공급 경험

으로 까다로운 산업과 상업적인 요구 그리고

ICT의 안정적인 전원 요구사항에 대한 UPS

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팀의 전문기술은 세계를 망라하여 

기존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AC와 DC 전력 

기술을 조합하여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 혁신

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산업 전력, 주요 전력 

그리고 재생 전력 등 3가지 사업분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Bibbiena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Borri의 신제품은 Green Conversion 동작에 

기초하며, Green 데이터 센터에 최상의 PUE

를 보장하며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회사 

헌신의 증거입니다. 

Borri는 고도로 숙련된 맞춤형 기술자들이

자료 연구에서 설계까지, 첨단 솔루션을 

보장하는 생산 및 애프터 서비스 등.

모든 공정을 사내에서 관리합니다. 

이탈리아에 위치하며 20,000 m²가 넘는 생산 

구역과 대용량의 전력 시험 설비를 갖춘 

Borri는 80년이 넘는 경험을 기반으로 종합

적인 연구와 개발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orri S.p.A. 
Via 8 Marzo, 2 
52011 Bibbiena (AR) Italy 
Tel. +39 0575 535260 
Fax +39 0575 561811 
sales@upsaver.info · www.borri.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