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하고, 파악하고, 최적화하세요.
B850은 보일러하우스 전체의 에너지 전달 모니터링을 위한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일러의 효율은 상당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배출을 줄이는 재정
적으로 매력적인 기회를 나타냅니다. 보일러 효율을 약간만 향상 시
키더라도 보일러의 운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왜 B850를 선택할까요?
모니터링
B850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한 보일러 플랜트 성능 자료
의 지속적인 비교는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동 블로우다운은 예측할 수 없고,
부족한 경우 캐리오버를 유발하고 과도한 경우 연료 사용을 증가
시킵니다. B850은 권장되는 자동 블로우다운 시스템에서 블로우
다운 된 물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캐리오버를 방지하고 2
~ 3%의 보일러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파악
과거 추세 자료를 사용하여 연료 소비량, 급수 사용량, 스팀 생산
량, 응축수 회수 및 블로우다운 부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B850
은 보일러하우스 성능의 여러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그림
을 제시하여 개별 플랜트 기능의 효율 특성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을 식별합니다.
B850은 보일러의 급수 시스템으로 회수될 응축수의양을 기록하여
수처리 설비의 출력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적화
보일러하우스는 많은 잠재적인 효율 절감 기회를 제공하지만 가장
큰 잠재 수익을 예상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B850은 보일러의 효
율을 강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영역을
제시하여 유지보수 예산의 정확한 할당과 상세한 ROI 분석을 가능
하게 합니다.

유연한 솔루션

접근성

B850은 보일러 에너지 모니터링 시설이 없는 기존의 보일
러 하우스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850은 보일러실의 편리한 곳 어디에나 설치될 수 있습니
다. 벽 또는 패널 장착 버전이 사용 가능하여 가장 편리하
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장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픽 컬러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쉬운 시운전
B850는 다중언어 설정 마법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하는 PC를 통해 쉽게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시운
전하고자 하는 B850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PC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시운전이
필요한 B850에 USB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동안
가동 중지가 없습니다.

호환성
B850은 다양한 유량계 및 센서와 호환이 가능하고, 기존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B850은 업계 최고인
스파이렉스사코의 유량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사전 구성되
어 있어 시운전이 훨씬 쉽습니다.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일러 효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10년 이상의 보일러 운영기간 동안 5백만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절감액을 손실시킬 수
있습니다.

추정값

실제값

차이

보일러 에너지 효율
시간당 비용
연간 비율
계산 근거 : 10톤 보일러, 운전압력 10 bar g, 급수온도 80°C, 연간 운전시간 6,000h, 천연가스 $4.93/kWh (29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간행물에 따른 2013년 평균 가스 가격 기준) 기준 계산

B850은 보일러하우스 담당자가 보일러 플랜트의 전반적인 성능과 아래의 예에 있는 적절한 개선을 위한 목표 영역을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는 효율 향상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모니터하고 최대화합니다.

▼

수처리 및 보일러 수처리

보일러 및 버너 관리 시스템, 디지털 연소
제어 및 산소 트림
잠재적 절감 : 5%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1,436,850

잠재적 절감 : 2%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574,740

!"#$

블로우다운 폐열 회수
잠재적 절감 : 4%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1,149,480

연료 가스 차단 댐퍼
잠재적 절감 : 2%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574,740

연소 공기 예열

급수예열기(Economizer)

일반 운영 및 유지보수

잠재적 절감 : 2%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574,740

잠재적 절감 : 5%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1,436,850

잠재적 절감 : 5%까지
10년 작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 가치
: $1,436,850

기술정보
B850은 업계 최고인 우리의 유량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양

벽면 설치형

판넬 설치형
EIA485 포트 모드버스 RTU
BACent

통신 프로토콜

모드버스 TCP/IP용 RJ45 이더넷 포트
USB 포트
호스팅 된 보안 HTTP 웹 인터페이스
6 × 4-20 mA

가능한 입력

3 × Pulse
3 × RTD 4가닥(3가닥 호환 가능)

*

4 × 릴레이 디지털 출력

가능한 출력

*

2 × 4-20 mA
EC 지침 준수 및 CE 마크 부착

표준

UL 및 cUL 승인 대기 중
CSA 승인 대기 중

장착 및 외함 치수

Polycarbonate

Lexan resin 920.

H216 ×W260 × D125 mm

H96 × W192 × D63.5mm

*
*

*

1. 연료에서 스팀으로의 에너지 전달 효율
연료
급수
스팀 출구
응축수 회수
블로우다운

2. TDS와 하부 블로우다운에서의 에너지 손실
B850이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보여 준다.

3. 응축수 회수에서의 에너지 회수
4. 스팀
5. 스팀 압력
6. 급수 온도
7. 연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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