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시트

B85S
SWEP All-Stainless™ 제품은 100% 스테인리스 스틸을 요구하는 시스
템 및 고온 분야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구리 부식성이 있는 액체 사용
분야, 또는 구리 및 니켈 오염을 피해야 하는 민감한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EP의 독특한 프로세스 기술을 통해 기계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컴팩트한 제품을 만듭니다. B85S
는 All-Stainless 제품으로 중간 크기의 고용량 모델입니다. 소형 냉동기
및 고성능 히트펌프에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지역 난방의
중앙공급 열교환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압축기 및 유압 장치
의 오일 냉각기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사양
최대

판

갯 수NoP

최대

유량

17 m³/h (74.85 gpm)

채널

용량

0.094/0.094 dm³ (0.0033/0.0033 ft³)

160

소재

316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납땜

무 게(연 결 부 제 외)

2.18+(0.201*NoP) kg
4.80+(0.443*NoP) lb

표준 치수
#

MM

IN

A

526

20.71

B

119

4.69

C

470

18.5

D

63

2.48

F

4.00+1.99*(NoP)

0.16+0.08*(NoP)

G

6

0.24

R

23

0.91

E_1

2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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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나사형 연결구

빅토릭 커플링

*특정 치수나 그 외 다른 종류의 연결 정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SWEP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PED 압력 / 온도

BPHE 개념
브레이징 판형 열 교환기(BPHE)는 각 판 사이에 충전재에 의해 접합된 파형 채널
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공 용접 과정에서, 충전재가 판 사이의 모든 접
촉 지점에서 브레이징 결합을 형성하여, 수많은 채널을 생성합니다. BPHE는 다
른 온도의 유체를 근접하게 하여 한 유체에서 다른 유체로 열전달을 가능하게 하
는 고효울의 열교환기로 채널 판만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른 판 및
프레임 기술과 유사하지만, 개스킷 및 프레임 부분이 없습니다.

제3자 인증

UL 압력 / 온도

SWEP BPHE는 일반적으로 하기에 열거된 인증 기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인증
기관 유럽(PED) 미국(UL) 및 일본(KHK) 등의 압력용기규격 또한 SWEP는 다른
인증 기관의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과 관련한 인증 정보는
현지 SWEP 판매 대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WEP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할 권리가 있습니다.

SSP 소프트웨어
SWEP의 고유 SSP(SWEP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선형 열전달 계산을
스스로 수행하여 줌으로서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제품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체품의 연결부를 선택하고 도면을 용이하게 생성하도록
하여 줍니다. 조언을 하고 싶거나 다른 제품 솔루션을 문의하는 경우, SWEP은 필
요한 모든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사항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권장사항은 선의로 제시되지만, SWEP는 정보의 완전성 또
는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구매자가 사용
하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해당 제품이 적합한지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구매자는 제품의 특성이 응용분야 및 재질 선택에 달려 있으며, 스테
인리스강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여전히 부식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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