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보일러 컨트롤 시스템
Advanced Boiler Control System

첨단 보일러 컨트롤 시스템
심플하고 안전한, 신뢰성 높은 컨트롤러
현대 보일러는 다양한 산업 및 공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본 제품은 많은 국가의 표준, 관련 관행 및 현지 규정을 준수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스파이렉스사코는 대부분

하며 승인되었습니다.

의 보일러 하우스의 성능과 운전 조건에 맞는 첨단 전자식 보

스파이렉스사코의 검지기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며, 쉽게

일러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착이 가능하고, 보일러 안에 직접 들어가며, 유지보수가

스파이렉스사코의 전자식 보일러 컨트롤 시스템은 설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며, 기존 시스템에 통합되어도 안전하고 문제없이 사

수위, TDS, 블로우다운 제어는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 중앙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MI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와 탱크의 수위를 정확하게 제어하려면 LP21/PA420 전기전도도식
수위 검지기와 LCR2652 다기능 수위 컨트롤러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스팀 압력, 부하, 급수 유량의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는 현대의
스팀 보일러의 수위 조절에 이상적입니다.
부정확한 수위 제어는 보일러의 가동 정지 또는 캐리오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LP21/PA420 수위검지기와 LCR2652 컨트롤 시스템은 스팀
부하 변동이 심한 중형, 대형 스팀 보일러에 적합합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보일러, 탱크 수위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곳에 이상적
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탱크 안 수위 제어 ON/OFF 기능
•전기식/공압식 구동 컨트롤 밸브의 제어 기능

수위 컨트롤러
LCR2652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Modbus RTU 또는TCP/IP를 사용한
간단한 BMS 연결
•수위 / TDS 측정값 모니터 확인
•트렌드, 경보 히스토리 기능으로
잠재적인 문제까지 해결 가능

LCS3050

•SIL3 승인으로 보일러 시스템 수위 제어의
안전성 확보

•자동 검지기 세척 및 오염 감지 기능으로
쉬운 유지보수 제공
•블로우다운 인터로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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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렉스사코의 자동 BHC 시스템은 보
일러 하우스의 블로우다운 및 수위 제어에
서 기존의 수동 프로세스를 대신 수행하여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줌과 동시에 휴먼 에
러를 없애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엄격한 규제란 에너지 관리자가 에너지 사
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파
이렉스사코의 지능적인 보일러 컨트롤 시스
템은 수위 및 오염 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
링 하여 보일러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통신

설치

4-20 mA

2요소/3요소
조정가능한
ON/OFF 제어

Modbus EIA (RS) 485
BHD50 - Modbus TCP/IP

DIN 레일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2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자체 모니터링 LP40 검지
기(1차 및 2차 저수위 제어 장치용)로 구성됩니다.
각 검지기는 보일러 내부 별도의 보호 튜브에 장착해야 하며 LCS3050은
두 개의 독립적인 검지기에 연결됩니다.
많은 국가 표준에 따르면 높은 무결성, 자체 모니터링 제어 기능을 갖춘 보
일러는 훈련된 보일러 직원이 항상 현장에 있을 필요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
다.

입력 신호 범위

제어 특성

통신

설치

*

최소 10 μS/cm
또는
5 ppm @ 25°C

SIL3*
높은 무결성 제어
저수위 경보/제어

Modbus EIA (RS) 485
BHD50 - Modbus TCP/IP

DIN 레일

LCS3050
& LP40이
설치된 경우

보일러의 고수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오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스팀 설비 및 스팀 시스템 구성요소의 오
작동과 성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수 분이 많이 포함된 스팀은 공정 온도를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
의 멸균이나 의약품의 처리 공정을 방해하여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스팀 시스템에서 워터해머를 증가시켜 공장 및 인적 피해 위험을 증가시
킵니다.

입력 신호 범위

제어 특성

통신

설치

최소 10 μS/cm
또는
5 ppm @ 25°C

높은 무결성 제어
고수위 경보/제어

Modbus EIA (RS) 485
BHD50 - Modbus TCP/IP

DIN 레일

검지 방식

제어 특성

연결방법

공칭 길이

몸체
설계조건

LP21/
PA420

정전용량식

2요소/3요소
조정가능한
ON/OFF 제어

1/2" 나사식 BSP

370 mm
1500 mm

PN40

LP40

전기전도도식

SIL3*
높은 무결성 제어
저수위 경보/제어

1/2" 나사식 BSP

500 mm
1000 mm
1500 mm

PN40

LP41

전기전도도식

높은 무결성 제어
고수위 경보/제어

1/2" 나사식 BSP

500 mm
1000 mm
1500 mm

PN40

LCS3051

수위 검지기

스파이렉스사코의 BHC 시스템 및 디스플
레이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빠르게 표시하
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자
에게 원격으로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고 개
선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보일러가 하나의 급수원을 공유하는 경우, 각 급수 라인마다 차압
이 달라져 급수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 급수 유량으로 부
터 추가 신호를 받아 제어하는 3요소 제어가 적합합니다.

제어 특성

고수온 환경으로부터 스팀 보일러를 보호하고 저품질의 스팀 생산을 방지
하려면 LP41 전기전도도식 수위 검지기와 LCS3051 컨트롤러를 선택하
십시오.
수위가 상승하여 검지기 팁에 닿으면 접지 저항이 낮아져 컨트롤러의 경보
릴레이가 비활성화 되며 경보가 울립니다. 검지기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내
부 별도의 보호 튜브에 직접 설치되지만 현지 규정에 따라 외부 챔버에 장
착할 수 있습니다.

수위 컨트롤러

LCR2652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2요소, 3요소 제어 기능입니다.
스팀 유량을 피드 포워드 신호로 활용하여 수위와 함께 2요소 제어를 구성
하여 급격한 부하 변동이 있는 양조장이나 세탁소 같은 곳에 이상적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 범위

스팀 보일러를 저수위로부터 보호하려면 LP40 전기전도도식 수위 검지기
와 LCS3050 컨트롤러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검지기 팁의 수위를 모니터링 하여 저수위 경보를 활성화하고
보일러 가동을 중단합니다. 사용자는 위험한 작업 없이 보일러 하우스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무결성의 자체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은 시스템 결함에 대한 정보와 경고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공장
을 정지시킵니다.

수위 컨트롤러

본 제어 시스템은 조정 가능한 통합 조치가 큰 특징입니다. 통합 조치는 캐
리오버, 허위 경보의 위험을 줄이고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

LCS3050
& LP40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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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져 급수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 급수 유량으로 부
터 추가 신호를 받아 제어하는 3요소 제어가 적합합니다.

제어 특성

고수온 환경으로부터 스팀 보일러를 보호하고 저품질의 스팀 생산을 방지
하려면 LP41 전기전도도식 수위 검지기와 LCS3051 컨트롤러를 선택하
십시오.
수위가 상승하여 검지기 팁에 닿으면 접지 저항이 낮아져 컨트롤러의 경보
릴레이가 비활성화 되며 경보가 울립니다. 검지기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내
부 별도의 보호 튜브에 직접 설치되지만 현지 규정에 따라 외부 챔버에 장
착할 수 있습니다.

수위 컨트롤러

LCR2652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2요소, 3요소 제어 기능입니다.
스팀 유량을 피드 포워드 신호로 활용하여 수위와 함께 2요소 제어를 구성
하여 급격한 부하 변동이 있는 양조장이나 세탁소 같은 곳에 이상적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 범위

스팀 보일러를 저수위로부터 보호하려면 LP40 전기전도도식 수위 검지기
와 LCS3050 컨트롤러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검지기 팁의 수위를 모니터링 하여 저수위 경보를 활성화하고
보일러 가동을 중단합니다. 사용자는 위험한 작업 없이 보일러 하우스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무결성의 자체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은 시스템 결함에 대한 정보와 경고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공장
을 정지시킵니다.

수위 컨트롤러

본 제어 시스템은 조정 가능한 통합 조치가 큰 특징입니다. 통합 조치는 캐
리오버, 허위 경보의 위험을 줄이고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

LCS3050
& LP40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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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 블로우다운 컨트롤 시스템은 모든 수관식 보일러에 적합합니다.

스파이렉스사코 자동 하부 블로우다운 시스템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이 시스템은 총용존고형물(TDS, Total Desolved Solids) 수치와 직접적

효율적입니다.

으로 연관되는 보일러 수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합니다.
BCS시스템은 BHD50 HMI를 사용하여 에너지/건물 관리 시스템에 쉽게

자동 보일러 블로우다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 블로우다운 타이머를 통해 열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정확한 TDS 제어는 블로우다운을 최소화하고 캐리오버 위험을 감소시킵

•블로우다운의 정확한 시간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다. 자동 TDS 컨트롤은 스팀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운용 비용을

•중복 또는 누락되는 블로우다운을 방지합니다.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줍니다. 보일러 수의 전기전도도는 설정값과 비교됩

시간 제어가 가능한 하부 블로우다운 시스템은 공장과 산업에 많은 이점을

니다.

가져다 줍니다. 블로우다운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 설비의 총 에너

보일러 수의 전기전도도가 설정값보다 낮은 경우 블로우다운 밸브는 배출

지 사용량의 약 2%를 절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1년 후 투자비용을 되

시간이 끝날 때 닫히며 계속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기전도도가 설정

찾을 수 있습니다.

값보다 높은 경우, 블로우다운 밸브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며 깨끗한 보충
수가 공급되어 TDS 농도 및 전기전도도를 낮추고, 그 후 블로우다운 밸브

이 시스템은 단일 및 다중 보일러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닫힙니다.

또한 시스템에 필요한 물, 연료, 수처리 화학물질이 더 적어지므로 보일러

BCR3250에는 30분 간격으로 블로우다운 사이클을 수행하는 일체형 블

를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용 비용, 인건비를 절약

로우다운 타이머와 현재 시간/달력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보다 안전한 보일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TDS/블로우다운 컨트롤러

입력 신호 범위

제어 특성

통신

설치

BCR3250

최소 10 μS/cm

내장 모니터링 제어
실시간 블로우다운 제어

Modbus EIA (RS) 485
BHD50 - Modbus TCP/IP

DIN 레일

검지 방식

제어 특성

연결방법

공칭 길이

몸체
설계조건

CP10

전기전도도식

ON/OFF

3/8" 나사식 BSP

50 mm

PN40

CP40

전기전도도식

ON/OFF

3/8" 나사식 BSP

300 mm
500 mm
1000 mm
1500 mm

PN40

CP42

전기전도도식

ON/OFF

3/8" 나사식 BSP

300 mm
500 mm
1000 mm

PN40

수위 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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