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limo
Quality you can be proud of.
벨리모는 1975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회사로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을 

위한 댐퍼구동기 및 밸브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전세계 70여개 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벨리모 에너지밸브는 모든 건물이 가지고 있는 낮은 온도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밸브로, 기존 복합밸브가 가지고 

있는 차압 독립형 유량제어 기능을 포함하여,  

실 측정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시 및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밸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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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 밸브

1.1 밸브의 발전 단계

1.1.1 자동제어 밸브(Position Valve)

기
능

 /
 c

u
s
to

m
e
r 

b
e
n
e
fi
t

자동제어밸브

기계식 복합밸브

 위치(Positon) 제어

 차압독립형 유량 제어

자동제어밸브는 밸브 전/후단의 

차압이 0.3bar로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통과되는 유량을 기준으로 선정

한다. 하지만 밸브 전/후단의 차압은 

계속 변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밸브는 차압에 따라 통과되는 유량이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동제

어밸브는 차압의 변화에 따라 유량

이 과잉으로 공급되게 되며 이로 인

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Differential Pressure Across Valv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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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복합밸브

에너지 밸브

 차압독립형 유량 제어

 실 측정 유량 제공

 차압독립형 유량 제어

 코일 성능 고려한 유량 제어

 실 측정 에너지 사용량 제공

전통적인 방식의 경우 정유량밸브와 자동제어밸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정유량밸브의 역할은 설계 유량을 넘지 

않도록 최대 유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최대유량 이하의 구간, 즉 저유량 구간에서 

정유량밸브는 동작을 하지 않으므로 차압의 변화에 따라 자동제어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은 변할 수 밖에 없다.

Differential Pressure Across Valv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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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압이 
증가될 수록 유량도 
함께 증가된다.

최 대 유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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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차압독립형 복합밸브(Pressure Independent Control Valve)

복합밸브는 밸브 전/후단의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유량을 통과시키는 차압독립형 유량제어밸브이다. 차압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유량만을 공급하므로 유량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Differential Pressure Across Valv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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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밸브의 경우 아래의 그램과 같이 최대 유량을 넘는 구간뿐 아니라, 저유량 구간에서도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통과

되는 유량은 항상 일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유량 구간에서 낭비되는 유량을 절감할 수 있다.

복합밸브에는 정유량 방식에 따라 기계식 복합밸브와 전자식 복합밸브가 있다.

기계식 복합밸브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유량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기계식 조절기

(Regulator)의 동작에 의해 구현하는 밸브이다.

밸브 내부의 다이어프램과 스프링의 동작에 의해 유량을 통과시키는 

조절기의 단면적 변화를 가지고 일정 유량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량 

제어는 자동제어 명령 값에 따라 밸브 구동기가 해당 위치로 동작하는 

단순한 위치 제어(Position control) 방식이다. 

전자식 복합밸브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유량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전자식 유량계와 

지능형 구동기의 동작에 의해 구현하는 밸브이다. 차압이 증가되면 유량을 

통과하는 밸브의 단면적을 줄여 일정 유량을 유지하고, 차압이 감소되면 

단면적을 늘려 통과되는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동제어 

명령 값에 따라 밸브 구동기는 실제 통과시켜야 될 유량값과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값을 비교하여 밸브 개도치 조정을 통해 실제 유량을 제어하는

(Flow control)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전자식 복합밸브는 유량계 일체형 

제품이므로 실제 측정된 정확한 유량값을 제공 할 수 있다.

Differential Pressure Across Valv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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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압이 
증가되어도 유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최 대 유 량



11  

Energy Valve 

1.1.3 에너지 밸브(Energy Valve)

밸브 전/후단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량을 공급해주는 기존 복합밸브가 가지고 있는 차압독립형 유량 

제어 기능을 포함하여, 코일의 성능까지 고려한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기능(Delta-T manager)을 제공하는 밸브이다.

필요로 하는 유량 만을 제공하므로 순환펌프의 동력 사용량을 절감할 뿐 아니라, 낮은 온도차 문제(Low Delta-T 

syndrome)를 해결하므로 냉동기의 효율이 높아져 냉동기 에너지 사용량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모든 제어밸브(복합밸브 포함)는 코일의 성능을 고려하여 제어하지 않으므로, 기존 건물의 경우 코일이 열 교환을 할 수 

있는 유량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되어 열 교환을 하지 않고 환수되는 열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코일의 공급 및 환수 

온도차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에너지밸브의 경우 코일의 성능을 고려하여 열 교환이 가능한 유량보다 과잉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설정 온도차를 유지할 수 있게 밸브 자체의 ‘Delta-T manager’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열원의 낭비를 

방지한다. 

Delta-T manager 

코일 전/후단의 온도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설정 온도차 이하로 유량이 공급될 경우 에너지 밸브가 가지고 있는 

‘Delta-T manager’ 기능을 통해 유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유량 만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밸브를 제어하는 최신 기술이다.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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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 밸브 개요

1.2.1 에너지 밸브 구성

에너지 밸브는 차압 독립형 유량 제어 밸브로 정유량 기능, 제어밸브 기능,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분석 기능을 포함하여 

코일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능(Delta-T manager)까지 가지고 있는 일체형 제품이다.

 제어 밸브(Characterized Control Valve)

 에너지 메터(Energy meter): 유량계(Volumetric flow sensor) 포함

 유량 측정 배관(Measuring pipe)

 공급 온도 센서(Supply Temperature sensor)

 환수 온도 센서(Return Temperature sensor)

  지능형 구동기  

- 최적의 통합 유량 제어(Integrated logic)  

- 웹 서버(Web server) 내장  

- 데이터 저장 및 분석: 13개월 data 저장  

- 에너지 절감 기능(Delta-T manager) 

- 통신 지원: BACnet MS/TP, BACnet IP, MP-Bus, Ethernet 통신 

DN 65~ 150













DN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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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요 기능

1.3 낮은 온도차 문제(Low Delta-T syndrome)

유량제어 

차압의 변화 및 코일의 성능을 고려한 최적 유량 제어를 구현한다.

감시 및 조정 

코일의 온도차(Delta-T)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설계된 온도차 혹은 설정 값과 비교하여 필요 시 조정한다.

데이터 흐름 및 진단 

에너지 밸브는 관련 DATA를 지속적으로 모아서 BAS로 전달하며, 그 DATA를 별도의 분석 툴 (Tool)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

냉방 혹은 난방을 구현하는 많은 건물에서 코일의 성능 저하로 인해 과도한 유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  공급 및 환수 온도차가 설계 기준보다 낮아진다.

▶▶▶  과도한 유량이 공급되지만 코일의 열 교환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  순환 펌프를 통해 불필요한 유량이 과잉으로 공급되므로, 불필요한 동력 사용량이 증가된다.

▶▶▶   낮은 온도차로 인한 냉동기 혹은 보일러의 효율이 떨어지며, 과도한 유량 공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열원 생성을 

위해 가동시간이 늘어난다.

낭비구역(West zone)에서는 유량 공급이 

증가되어도 열 교환 양과 쾌적성은 증가

되지 않으며, 단지 에너지 소비(energy 

consumption)만 증가됨

유량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어도 더 이상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코일의 온도 차가 내려가 장비의 효율이 떨어지고, 불 필요한 유량을 

과잉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을 말함.

West zone
낭비구역

“Delta-T-Syndrome”

열
량

-

온
도
차

유 량

Power output exchanger
(a-value)

열량곡선

Power output exchanger
(a-value)

열량곡선

Temperature
difference supply / return

온도차곡선

Temperature
difference supply / return

온도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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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코일의 성능 곡선 변화

1.3.2 코일 손상

새 코일의 경우 유량을 100% 공급했을때, 열교환이 

100% 이루어 진다.

모든 장비는 시간이 흐르면 아래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코일의 열 교환 능력은 떨어진다.

 코일 손상

 필터 오염

 배관 내 부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일의 노후가 발생하면  

유량을 100% 공급하는 경우와, 90% 공급하는 경우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양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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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코일 성능

1.4 web server

코일에 있어서 이상적인 열교환을 수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실제 유량을 65GPM을 공급하거나, 55GPM을 공급하거나 코일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양은 거의  

동일하다. 단지, 코일 전/후단의 온도차만 떨어질 뿐이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을 

“열량포화지점(Power Saturation Point)”이라고 부른다.

Wast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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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밸브는 자체적인 Web Server 기능을 가지고 

있다. Ethernet 케이블을 TCP/IP 포트에 연결하면 

웹페이지를 통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수집,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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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의 접속은 3가지의 사용자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계정별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 Guest 계정 : 모든 설정값의 읽기만 가능하고 변경은 불가능 

-  Maintenance 계정 : 자동제어 운영에 관여한 값들은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값들은  

변경 불가능 

-  Admin 계정 : 모든 설정값들을 변경 가능(시운전 업체만 사용 권장)

User name: guest maintenance admin

Password: guest Belimo 1)

Dashboard R R R

Overview R R/W R/W

Override and Live Trend R R/W R/W

Data log chart R R R

Settings R R R/W

Status R R/W R/W

Mobile R R R

Date & Time Settings - R R/W

IP settings - R R/W

Versions Information - R R

Data Logging R2) R/W R/W

BACnet/MP Settings R R R/W

*** R = 읽기(Read) 

     W = 쓰기(Write) 

     - = 메뉴가 보이지 않음 

     1) = 시운전 업체에 문의 

     2) = csv-files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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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화면 

제어에 필요한 모든 값들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다음 값들을 확인할 수 있다.

-T1(공급온도), T2(환수온도)의 현재 온도값

-설정값, 유량 적산값

-에너지 적산값

-밸브 개도치 및 설정치

-Delta-T manager 기능 누적사용 시간

-냉방 및 난방시 에너지 사용량

-제어 모드 및 DDC 출력값 등

Total last year

Heating energy

Reset heating energy

0  kWh

0  kWh Reset

Current sum today

Cooling energy

Reset cooling energy

2683   kWh 

33412  kWh Reset

Control mode
Control mode
Flow control

Override setpoint DDC
Auto

Setpoint DDC
77.1  %          7.8  V

dT - Limiting status
dT - Manager not selected

Flow

390339.6  I

257.4 I/min        Feedback
257.8 I/min        Setpoint

dT - Manager

Active for

dT - Manager not selecred
20.4  °C         dT Feedback

0.1  hrs

Power

261.3 kW        

391.9 kW        Feedback

T2 (return temp.)
T1 (supply temp.)

59.1  °C  

Valve position
35.4  %  Feedback
35.4  %  setpoint

79.5  °C  

Max peak yesterday

Current sum today

Current su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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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값 변경 화면 

주요 값들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저장

- 30초 간격의 데이터 31일간 저장 

- 2시간 간격의 데이터 13개월간 저장 

또한 저장된 자료(DATA)는 CSV 파일로 

제공되며, 별도의 분석 툴을 사용하여  

코일의 성능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3.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4.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5.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6.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7.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8.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19.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20.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21.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22.csv
Default Datalog Configuration-2014-01-23.csv

Data Logging

File Type

File Name

Short term storage (31 Days uncompressed)
Long term storage (13 Months compressed)

Download Erase Data Log

5.5 GPM
102.5 kBTU/h

Application
Valve size

Temperature

Flow

Power

Energy

Installation position

Media

User

Cable Iength remote termp sensor

DN 15
Vnom
Pnom

Valve in supply pipe

Water

3m

Comfiguration control funct
Control mode

Control signal rage

Invert control signal
Valve in supply pipe

Valve in supply pipe

Water

Comfiguration dT Manager
dT-Limiting function
-

Comfiguration flow
Maximum flow V’max

Comfiguration feedback funct
Feedback information

Feedback signal range

Set maximum

Flow

0.5 - 10V

0.0

1.3
1.7  GPM   =    30.0 %

1.7 GPM
Range              1.7 - 5.5

Range        =    1.7 - 5.5

Comfiguration power
Maximum power P’max

1.3
51.2   kBTU/h   =   50.0 %
Range        =    1.5 - 102.5

°F

GPM

kBTU/h

k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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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석 툴(Analysis tool)

분석 툴은 다음 세 가지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Dashboard: 밸브 제어와 관련된 데이터(DATA)로 시간 별 사용량, 온도값, 적산값 및 평균값 등을 나타냄

■ Delta-T determination: 저장된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최적의 Delta-T 값을 결정해 줌

■ Cost Calculation: 저장된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줌

Dashboard 

저장된 CSV 파일을 변환

하여, 각종 데이터를 그래

프로 보여준다. 

각각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환산해주므로 시간대별 분석

이 가능하다. 

온도값 및 유량 데이터의 패

턴을 파악하여, 장비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다.

Delta-T 

determination

저장된 CSV 파일을 분석 

하여, 장비에 최적화된 

Delta -T 값을 계산해 준다. 

Delta-T manager 기능을 

사용하여 장비에 과유량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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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신 지원

전통적인 방식 

BAS 시스템의 원격제어반(DDC)과 Analogue point를 통해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다.

■ 유량 명령 값(Y)을 Analogue output을 통해 출력 값을 받음

■  피드백 값(U5)을 Analogue input을 통해 유량, 열량, 공급온도, 환수온도, 온도차 및 개도치에 대한 정보

를 선택하여 제공함

지원 가능한 통신 방식 

개방형 통신(Open protocol)을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BAS 업체와 호환(Interface)이 가능하다.

■ BACnet IP

■ BACnet MS/TP

■ MP-Bus

■ TCP/IP

Cost Calculation

누적된 데이터(DATA)를 

기준으로 총 사용량을 

비용으로 환산해 준다. 

사용자는 누적된 데이터

(DATA)를 가지고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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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용사례

1.7.1 MIT 대학교 내 도서관

MIT Hayden Library!

MIT의 엔지니어들은 낮은 온도차(Low Delta-T Syndrome)로 인한 에너지 낭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냉동기, 펌프 및 냉각탑 등의 장비를 통해 일년에 약 $1,500,000 USD(원화기준 약 15

억원)가 낭비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확인 결과 코일의 평균 온도차(Delta-T)는 6.15°F(3.44°C)였고, 이것은 필요 이상의 유량이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MIT 엔지니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 코일 용량의 과설계

- 변유량 제어가 아닌 정유량 제어(정유량 순환펌프 적용)

- 코일(Coil) 및 배관(Pipe) 내의 이물질, 부식 등으로 인한 코일의 성능 감소

- 설계 유량보다 유량값이 큰 제어밸브의 설치

- 발란싱(Balancing)의 불균형 

-  공조기(AHU) 제어를 코일의 열교환량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 온도에만 의존하여 생기는 문제

How It Works 

Belimo Energy Valve는 5 대의 공조기에 

설치되었다. ‘Delta-T manager’ 기능을 

통해 온도차 제어를 하여 코일에서 열교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유량이 흐르도록 하여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에너지 

밸브는 등비율 특성으로 코일의 발열 특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차압독립형 유량제어를 

통해 저유량 구간에서 안정적인 정밀 유량 

제어를 구현하여 Hunting 또는 Overshoot

가 발생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유량 및 

온도차를 감시하여 설계값 이하로 온도차가 

떨어지면 밸브 스스로 값을 보정하여 제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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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T manager operating hours

2011년도 MIT 대학 내 Hayden 

도서관의 공조기(AHU)에 대한 전체 

냉방 가동 시간 대비 ‘Delta-T 

manager’ 가동 시간에 대한 비교는 

오른쪽 표와 같다. 

AHU-01과 AHU-04의 경우 전체 

냉방 가동 시간 대비 ‘Delta-T 

manager’ 가동 시간은 10~15%

정도 차지하며, AHU-02, AHU-

03, 그리고 AHU-06의 경우 

‘Delta-T manager’ 가동 시간은 

전체 냉방 가동 시간 대비 40~80%

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조기(AHU) 코일 성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장비에서 많은 양의 유량이 과잉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Flows Cut In Half!

에너지 밸브로 교체하기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측정된 코일의 평균 온도차는 6.15°F(3.44°C)이었다.          

밸브를 교체한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측정된 평균 온도차는 12.14°F(7.74°C)이었다. 즉, 에너지 밸브로 교체한 

뒤 평균 온도차는 3.44°C에서 7.74°로 높아졌고, 이로 인한 유량 사용량은 49% 절감되었다.

MIT 엔지니어인 Cooper 씨의 말에 따르면, 이 결과 MIT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온도차를 바로잡아 줄 경우

연간 $150만 USD(원화기준 약 15억원)가 절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냉동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

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제어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ㅿTㅿT

Legend

Time

Delta-T Manager Activation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9:07:12 9:36:00 10:04:48 10:33:36 11:02:24 11:31:12 12:00:00 12:23:48 12:57:36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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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상 내역

2014

2013

2012

“2014 AHR Expo Innovation Award”

Belimo Energy Valve 는 AHR Expo 중 Building Automation 

부분에서 올해의 혁신 부분 수상 제품으로 선정됨

Belimo Energy Valve 는 BCIA(Building 

Controls Industry Association)에서 선정

한 올해의 기술혁신(Technical Innovation) 

상을 수상함

“2013 Building Efficiency Award”

‘Building Efficiency Congress Fair 2013’ 에서 최고의 에너지 

절감 제품 상인 ‘Building Efficiency Award’를 수상함

“2012 AHR Expo Control Trends Award”

2012년 AHR Expo 중 Control Trends Award에서 ‘Best 

Commercial Product of the Year’를 수상함

“2013 Interclima show-Energy Smart Automation Award”

‘Interclima+elec, Energy Smart Automation at the 

Innovation Competition 2013’ 에서 Silver Trophy를 수상함

“2013 BCIA–Technical Innovation of the Year Award”



Energy Valve One Solution 
so Many Benefits !

The Belimo Energy ValveTM

A two-way pressure independent control valve that optimizes, 
document and proves water coil performance.



EV
에너지밸브

Energy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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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밸브 EV(Energy valve)

- 적용분야
   · 공조기(AHU)
   · FCU(Fan Coil Unit)
   · 항온항습기
   · 칠드빔(Chilled Beam)
   · 각종 열교환 장비

- 통신지원 : Ethernet, TCP/IP, BACnet IP and MS/TP

에너지 밸브(Energy Valve)

타입 요약

제품 사양

항   목 사   양

정격전압 AC/DC 24 V, 50/60 Hz

소비전력

15~25mm / 4W

32~50mm / 5W

65~150 / 10W

유체 냉/온수 (Glycol 50%)

유체 온도 범위 -5 ~ 120°C

정격 압력 1600kPa

누수율 Air bubble-tight (Leakage rate A, EN12266-1)

유량 특성 등비율(Equal percentage)

유량 제어비(Rangeability) 100:1

최대 차압 340 kPa

유량 설정 범위 Vmax 의 30%

지원 통신 BACnet (B-ASC) : BACnet IP, BACnet MS/TP

아날로그 제어 DC 0.5…10V or DC 2…10V

아날로그 피드백 DC 0.5…10V or DC 2…10V

소음 최대 45 dB(A)

동작 시간 1s / 1°

모델명 사이즈 V nom(최대유량) PS[kPa]

　 　DN[mm] LPS LPM 　

EV015R+BAC 15 0.35 21 1600

EV020R+BAC 20 0.65 39 1600

EV025R+BAC 25 1.15 69 1600

EV032R+BAC 32 1.80 108 1600

EV040R+BAC 40 2.50 150 1600

EV050R+BAC 50 4.80 288 1600

EV-65-800+SRU24LP-65 65 8.00 480 1600

EV-80-1100+SRU24LP-80 80 11.00 660 1600

EV-100-2000+GRU24LP-100 100 20.00 1200 1600

EV-125-3125+GRU24LP-125 125 31.25 1875 1600

EV-150-4500+GRU24LP-150 150 45.00 27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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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밸브(Energy Valve)

제품 사양

유량제어

α

 V̇

 V̇
Δp₃

Δp₂

Δp₁

Δp₁ > Δp₂ > Δp₃

항   목 사   양

수동 조작 푸쉬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작

배관 연결
DN15~50 : Internal thread(ISO 7-1)
DN65~150 : Flange PN16(EN 1092-1)

유량 센서
DN15~50 : 초음파 유량계(오차 ±2%)
DN65~150 : 마그네틱 유량계(오차 ±2%)

최소 측정 유량
DN15~50 : 최대 유량의 1%
DN65~150 : 최대 유량의 2.5%

온도 센서 ± 0.6°C at 60°C (PT1000 EN60751 Class B)

온도 센서 민감도 0.05°C

보호 등급
IP54 
EMC(CE / 2004/108/EC)

재 질

DN 15~50 DN 65~150

밸브 몸체
Brass body 
nickel-plated

밸브 몸체 Cast iron - GG25

유량계 배관
Brass body 
nickel-plated

유량계 배관 GGG50

밸브 Cone Stainless steel 밸브 Cone Stainless steel

Stem Stainless steel Stem Stainless steel

Stem Seal O-ring EPDM Stem Seal O-ring EPDM

온도센서
Stainless steel 
AISI 316Ti

온도센서
Stainless steel  
AISI 316Ti

에너지밸브는 에너지메타, 등비율 특성을 가진 

제어밸브, 통신기능이 포함된 구동기로 구성

된다.

지능형 밸브구동기는 에너지메터와 실 측정된 

유량값과 자동제어에서 요구하는 설정 유량 

값을 비교하여 실제 유량 제어를 한다. 제어 

신호가 50%의 명령값을 주었을 때, 실제 밸

브는 50%의 개도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0%의 명령값에 맞는 유량을 통과시키기 위

해 밸브 전/후단의 차압에 따라 개도치를 조

정하여 최적 유량을 통과시키게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차압이 각기 다른 ΔP1, 

ΔP2, ΔP3 의 경우 유량값(V)을 맞춰주기 

위하여, 제어신호가 동일 하여도 밸브의 개도

치(α)는 그림의 점과 같이 각기 다른 값을 가

지게 된다.

.



이상적인 열교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제어 

명령값(출력값)에 따른 열교환량이 선형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오른쪽 2번 그래프 참조). 대부분의 경우 

코일의 유량 증가에 따른 열교환량, 즉 발열 특성은 1

번 그래프와 같이 포물선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열교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동제어 

명령값(출력값)에 따른 유량의 변화가 지수적으로 

변화하는 3번 그래프와 같은 등비율 특성(equal-

percentage)을 나타내어야 한다. 

차압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차압독립형 유량제어와 코일의 성능을 고려한 

Delta-T manager 기능을 통해 장비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유량제어가 가능한 밸브로, 정확한 

유량계와 온도계를 통해 안정적인 유량제어를 하기에 적합하다. 공조기와 같은 건물의 공조 장비용으로 

특화된 제품으로, 급격한 유량 변경이 필요한 특수한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유량계의 경우 아주 적은 유량측정값은 무의미하다. DN15~50 사이즈의 경우 1% 미만의 

유량측정값을, DN65~150 사이즈의 경우 2.5% 미만의 유량측정값을 '0' 으로 인식하도록 설정 

되어있다. 즉 입력신호가 1% 또는 2.5% 미만일 때 밸브 조작기는 닫힘의 경우와 열림의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된다.

등비율 특성

제어 특성

최소유량

유량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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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100%100%

30%30%

nomnom

[㎥/h]

maxmax

00

 V̇

 V̇

 V̇

Y [V]

YY
 V̇

 V̇Q̇

 1  1 

 2  2 
 3  3 

Vnom 값은 밸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최대 

설정 유량값을 나타낸다. 에너지밸브는 정확한 

유량 제어를 위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유량값을 

설정하여 유량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장비가 가지고 있는 설계 유량값을 Vmax

이라고 한다. 즉, 설계 유량값이 100LPM이라면, 

Vmax은 100LPM으로 설정한다. 이는 전압제어 

시 10V일 때 에너지밸브를 통과하는 유량값이 

100LPM을 유지하는 것이다. 밸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량값 Vnom을 기준으로 Vmax는 

30~100%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

·

··

·



통신방식

유량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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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 명령시

    밸브조작기는 전기적 입력 신호가 1% 혹은 2.5%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기 전까지 스스로 닫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 닫힘 명령시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밸브조작기는 전기적 입력 신호가 0.5% 미만의 신호가 입력되면 그림과 

같이 강제적으로 닫힘의 동작을 한다.

RJ45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연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밸브 관련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

-  "Peer to Peer" connection: 

    (http://belimo.local:8080)

-   Standard IP address: 

   (http://192.168.0.10:8080)

-  User name: guest / Password : guest

100%100%

1%1%

0.5%0.5% 1%1%

[㎥/h]

00

 V̇

Y [V]
100%100%

2.5%2.5%

0.5%0.5% 2.5%2.5%

[㎥/h]

00

 V̇

Y [V]

[ DN 15 ~ 50] [ DN 65 ~ 150]

통신이 연결된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Vmax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즉, 건물의 개보수나 일부 구역에서의 유량값이 변경 되었을 경우 밸브 조작기에 직접 노트북을 연결

하거나 통신으로 연결된 중앙감시반에서 즉시 유량값 변경이 가능하다.

·



Delta-T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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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혹은 난방 운전 시 낮은 온도차(ΔT)로 인해 유량이 과잉으로 공급되는 경우, 증가된 유량과 비례하여 

코일의 열교환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냉방 혹은 난방 장비들의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고, 

순환펌프는 더 많은 양의 열원을 공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증가될 것이다.

에너지밸브를 이용하면 온도차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에너지 낭비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밸브는 언제든지 쉽게 이를 진단하고, 필요로 하는 유량 설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통합 온도차 제어(Delta-T manager)는 운영자에게 규정된 제한 값을 제공하며, 에너지 밸브는 

이 값 이하로 온도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유량을 제한하며 제어한다.

통신제어와 아날로그제어

BACnet IP, BACnet MS/TP 또는 MP BUS 등은 전통적인 방식인 아날로그 신호제어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신호로 밸브를 제어할 때, 제어명령이 통신을 통하여 밸브에 전달되면 

밸브는 자동적으로 아날로그 제어기능을 제한하고 통신명령을 우선시 한다. 전원이 한번 끊어지면 

밸브는 다시 통신제어 명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날로그 제어신호에 의존하여 제어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의 축적

에너지밸브는 자체적으로 저장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13개월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밸브에는 두개의 온도센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밸브와 같은 파이프 라인에 다른 하나는 

밸브와 다른 파이프 라인 즉 공급과 환수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이 온도센서들은 공급과 

환수쪽의 유체의 온도값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유량계에 의하여 소모된 유량의 적산값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BACnet 

또는 MP BU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온도, 유량, 에너지 사용량 등등의 여러 데이터들을 

중앙제어장치에서 저장하거나 확인 할 수 있다.

[㎥/h]

 1  1 

 3  3 

 4  4 

 2  2 

1 열량곡선

2 온도차(ΔT) 곡선

3 낭비구역(West Zone)

4 설계 온도차(ΔT)



31  

Energy Valve 

에너지 밸브(Energy Valve)

수동운전

밸브 조작기 상단에 있는 푸쉬버튼을 사용하여 수동운전 레버의 조작이 가능하다.

(수동운전은 푸쉬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모터보호 기능

밸브조작기에 과부하 보호기능이 있어, 밸브내부에 이물질이나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조작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밸브는 자동적으로 동작을 멈추어 모터의 손상을 막는다.

자동 동기화

밸브는 수동조작이나 전원의 차단에 의하여 밸브의 개도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동 동기화 기능

을 수행하여 개도치 정보를 다시 수정하게 된다.

결 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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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we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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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주의사항

유지보수

에너지밸브는 유지보수를 위한 주기적인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작기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 한다. 또한 연결된 모든 펌프 작동을 

정지시켜, 배관내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난방배관의 경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장비가 원상태로 복구되기 전까지 전원을 차단시켜 장비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체의 방향

유체의 방향은 밸브 몸체의 화살표방향과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하다. 

직관거리

정확한 유량 측정을 위해서, 유량계부분이 제어밸브보다 항상 전단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 

전단의 배관 길이는 정확한 유량 측정을 위해 최소한 밸브 구경의 5배수(5x DN)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DN L min.
65 5 x 65 mm = 325 mm
80 5 x 80 mm = 400 mm

100 5 x 100 mm = 500 mm
125 5 x 125 mm = 625 mm
150 5 x 150 mm = 750 mm

L ≥  5 x DN

L ≥  5 x DN

DN L min.
15 5 x 15 mm =   75 mm
20 5 x 20 mm = 100 mm
25 5 x 25 mm = 125 mm
32 5 x 32 mm = 160 mm
40 5 x 40 mm = 200 mm
50 5 x 50 mm = 250 mm

DN L min.
65 5 x 65 mm = 325 mm
80 5 x 80 mm = 400 mm

100 5 x 100 mm = 500 mm
125 5 x 125 mm = 625 mm
150 5 x 150 mm = 750 mm

L ≥  5 x DN

L ≥  5 x DN

DN L min.
15 5 x 15 mm =   75 mm
20 5 x 20 mm = 100 mm
25 5 x 25 mm = 125 mm
32 5 x 32 mm = 160 mm
40 5 x 40 mm = 200 mm
50 5 x 50 mm = 2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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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 온도 센서의 설치

에너지밸브는 두개의 배관용 온도 센서(T2, T1)를 포함하고 있다.

T2: DN65 이상의 경우 밸브내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DN50 이하의 경우 밸브와 같은 배관에 

가까운 쪽으로 설치한다.

T1: T2 의 설치 위치에 따라 공급 또는 환수 배관라인에 설치 한다. DN50 이하의 경우 두개의 설치를 

위한 T 배관이 포함되어 있다. 온도 센서에 포함된 케이블은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인위적으로 

길이를 변경하면 온도측정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 0.8  m

~ 3.0  m

~ 10 m

G

L T

L

DN L 1) G L
65 ... 40 ≤ 30 mm ½“ ≥15 mm

1) DN 65 = 30 mm

T



에너지밸브의 모델 선정

최소 차압(Pressure drop)

에너지밸브의 선정은 설계유량(LPM)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Kvs값 계산이 필요치 않다.

에너지밸브는 Vnom 값의 30%~100% 범위 내에서 유량설정이 가능하다.

기존 설치된 밸브를 교체시, 유량값을 알수 없는 경우 동일 크기의 밸브로 교체가 가능하다.

이론 Kvs(Kvs theor)값과 아래의 공식으로 원하는 설계유량값(Vmax)을 위한 필요 최소 차압(밸브

압력강하)값(ΔPmin)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값은 Vmax값에 따라 다르며, 차압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밸브는 측정된 유량값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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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n = 100 × 𝑉𝑉 𝑚𝑚𝑚𝑚𝑚𝑚
𝐾𝐾𝐾𝐾𝐾𝐾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2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𝑘𝑘𝑃𝑃𝑘𝑘
𝑉𝑉 𝑃𝑃𝑘𝑘𝑚𝑚:𝑃𝑃3/ℎ

𝑘𝑘𝑘𝑘𝑘𝑘 𝑡𝑡ℎ𝑡𝑡𝑡𝑡𝑡𝑡. :  𝑃𝑃3/ℎ
 ∆Pmin = 100 × 𝑉𝑉 𝑚𝑚𝑚𝑚𝑚𝑚

𝐾𝐾𝐾𝐾𝐾𝐾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2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𝑘𝑘𝑃𝑃𝑘𝑘
𝑉𝑉 𝑃𝑃𝑘𝑘𝑚𝑚:𝑃𝑃3/ℎ

𝑘𝑘𝑘𝑘𝑘𝑘 𝑡𝑡ℎ𝑡𝑡𝑡𝑡𝑡𝑡. :  𝑃𝑃3/ℎ
 ∆Pmin = 100 × 𝑉𝑉 𝑚𝑚𝑚𝑚𝑚𝑚

𝐾𝐾𝐾𝐾𝐾𝐾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2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𝑘𝑘𝑃𝑃𝑘𝑘
𝑉𝑉 𝑃𝑃𝑘𝑘𝑚𝑚:𝑃𝑃3/ℎ

𝑘𝑘𝑘𝑘𝑘𝑘 𝑡𝑡ℎ𝑡𝑡𝑡𝑡𝑡𝑡. :  𝑃𝑃3/ℎ
 ∆Pmin = 100 × 𝑉𝑉 𝑚𝑚𝑚𝑚𝑚𝑚

𝐾𝐾𝐾𝐾𝐾𝐾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2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𝑘𝑘𝑃𝑃𝑘𝑘
𝑉𝑉 𝑃𝑃𝑘𝑘𝑚𝑚:𝑃𝑃3/ℎ

𝑘𝑘𝑘𝑘𝑘𝑘 𝑡𝑡ℎ𝑡𝑡𝑡𝑡𝑡𝑡. :  𝑃𝑃3/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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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015R+BAC 15 1/2 278 191 81 13 75 160 G1/4" 53 230 77 2.2

EV020R+BAC 20 3/4 285 203 75 14 75 162 G1/4" 57 232 77 2.5

EV025R+BAC 25 1 296 231 71 16 75 165 G1/4" 65 235 77 2.9

EV032R+BAC 32 1 1/4 324 254 68 19 75 168 G1/4" 71 238 77 3.8

EV040R+BAC 40 1 1/2 334 274 65 19 75 172 G1/4" 71 242 77 4.5

EV050R+BAC 50 2 341 284 69 22 75 177 G1/4" 80 247 77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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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mm] / weight

      Dimensional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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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V-65-800 + SRU24LP-65 65 454 200 185 4 x 19 145 220 150 23.6

EV-80-1100 + SRU24LP-80 80 499 200 200 8 x 19 160 220 160 28.7

EV-100-2000 + GRU24LP-100 100 582 220 229 8 x 19 180 240 175 41.6

EV-125-3125 + GRU24LP-125 125 640 240 252 8 x 19 210 260 190 54.7

EV-150-4500 + GRU24LP-150 150 767 240 282 8 x 23 240 260 2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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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밸브(Energy Valve)

BACnet profile

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 PICS

Date 6. March 2014

Vendor name BELIMO Automation AG

Vendor ID 423

product name Energy Valve

product model nember
EV…R+BAC, e.g. EV015R+BAC  
EV…+...U24LP…, e.g. EV-65-800+SRU24LP-65

applications software version 1.33.5

firmware revision 1.0.4

BACnet protocol revision 1.6

product description
Electronic pressure-independent characterised control valve 
with energy monitoring.

BACnet standard device profile BACnet Application Specific Controller (B-ASC)

BACnet Interoperability  

Building Blocks supported

Data Sharing - ReadProperty-B (DS-RP-B)  
Data Sharing - ReadPropertyMultiple-B (DS-RPM-B)  
Data Sharing - WriteProperty-B (DS-WP-B)  
Device Management - DynamicDeviceBinding-B (DM-DDB-B)  
Device Ma
nagement - DynamicObjectBinding-B (DM-DOB-B)  
Device Management - DeviceCommunicationControl-B (DM-
DCC-B)

Segmentation Capability No

Data Link Layer Options

BACnet IP, (Annex J)  
BACnet IP, (Annex J), Foreign Device 
MS/TP master, baud  
rates: 9'600, 19'200, 38'400, 76'800, 115'200

Device Address Binding No static device binding supported

Networking Options None

Character Sets Supported ANSI 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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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net object description

Object Name Object Type Instance Description Values Default

Device_Name Device [x] 　 　

SpRel Analog Output [1]

밸브 유량설정 [%]
이 설정 값은 밸브의 개
도치, 밸브의 유량(Vmax) 
또는 열량(Pmax) 중 선택
이 가능하다.
ControlMode 값 참조

0 … 100 0

Override Multi-state Output [1] 수동 조작

자동
닫힘
열림
장비최대유량(Vnom)
설계유량(Vmax)
정지
Pnom
Pmax

Auto

RelPos Analog Input [1] 밸브 개도치 [%] 0 … 100 -

AbsPos Analog Input [2] 밸브 개도치 [°] 0 … 90 -

SpPosReached Binary Input [1] 설정값 도달 상태
No
Yes

-

DeltaT_MgrStatus Multi-stateInput [102] DeltaT Manager 상태

Not selected 
Standby Active 
Scaling standby 
Scaling active

-

RelFlow Analog Input [10] 유량값 [%] 0 … 100 -

AbsFlow_SI1 Analog Input [11] 유량값 [l/min] 0 … 100'000 -

AbsFlow_SI2 Analog Input [12] 유량값 [m3/h] 0 … 600 -

AbsFlow_SI3 Analog Input [14] 유량값 [l/s] 0 … 100'000 -

AbsFlow_US Analog Input [13] 유량값 [gpm] 0 … 100'000 -

T1_SI Analog Input [20]
온도값 T1(밸브와 먼쪽) 
[°C]

-10 … +120 -

T1_US Analog Input [25]
온도값 T1(밸브와 먼쪽) 
[°F]

14 … 248 -

T2_SI Analog Input [21]
온도값 T2(밸브와 가까운
쪽) [°C]

-10 … +120 -

T2_US Analog Input [26]
온도값 T2(밸브와 가까운
쪽) [°F]

14 … 248 -

DeltaT_SI Analog Input [22] 온도차 Delta T [°C] -500 … +500 -

DeltaT_US Analog Input [27] 온도차 Delta T [°F] -500 … +500 -

RelPower Analog Input [40] 에너지 사용량[%] 0 … 300 -

AbsPower_SI Analog Input [30] 에너지 사용량[kW] 0 … 2.147e+9 -

AbsPower_US1 Analog Input [35] 에너지 사용량[kBTU/h] 0 … 2.147e+9 -

AbsPower_US2 Analog Input [45] 에너지 사용량[RT] 0 … 2.147e+9 -

E_Cooling_SI Analog Input [31] 냉방 에너지 사용량 [kWh] 0 … 2.147e+9 -

E_Cooling_US1 Analog Input [36] 냉방 에너지 사용량[kBTU] 0 … 2.147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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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시지 - Bit 0: 온도센서 T1 오작동 

- Bit 1: 온도센서 T2 오작동 

- Bit 2: 유량센서 오작동 

- Bit 3: 조작기 구동 불가 

- Bit 4: 닫힘 상태에서 유량 감지 

- Bit 5: Air bubbles 

- Bit 6: 에너지 사용 감지 안됨. 

- Bit 7: 수동조작 기어 풀림

E_Cooling_US2 Analog Input [46]
냉방 에너지 사용량 
[ton·h]

0 … 2.147e+9 -

ResetCooling_E Binary Output [31]
None 
Reset

None

E_Heating_SI Analog Input [32] 난방 에너지 사용량 [kWh] 0 … 2.147e+9 -

E_Heating_US1 Analog Input        [37]
난방 에너지 사용량 
[kBTU]

0 … 2.147e+9 -

E_Heating_US2 Analog Input        [47]
난방 에너지 사용량 
[ton·h]

0 … 2.147e+9 -

ResetHeating_E Binary Output      [32] 난방 에너지 사용량 초기화
None
Reset

None

Vmax Analog Value      [100] 유량제어 설정 [%] 0 … 100 100

Vmax_SI Analog Value      [90] 유량제어 설정 [l/min] 0 … 4000 -

Vmax_US Analog Value      [91] 유량제어 설정 [gpm] 0 … 1000 -

Vnom_SI Analog Value      [101] 장비 최대 유량값 [l/min] 0 … 100'000 -

Vnom_US Analog Value      [102] 장비 최대 유량값 [gpm] 0 … 100'000 -

Pmax Analog Value [105]
최대에너지 사용량 설
정 [%]

0 … 100 100

Pmax_SI Analog Value [95]
최대에너지 사용량 설정 
[kW]

0 … 5000 -

Pmax_SI Analog Value [96]
최대에너지 사용량 설정 
[kBTU/h]

0 … 15'000 -

Pnom_SI Analog Value [106]
최대에너지 사용량 설정 
[kW]

0 … 2.147e+9 -

Pnom_US Analog Value
[107]
　

최대에너지 사용량 설정 
[kBTU/h]

0 … 2.147e+9 -

ControlMode Multi-state Value [100] 제어모드 설정
개도치 제어
유량값 제어
에너지사용량 제어

FlowCtrl

DeltaT_Limitation Multi-state Value [101] DeltaT 제한
Disabled 
dT-Manager 
dT-Mgr scaling

Disabled

SpDeltaT_SI Analog Value [103] DeltaT 설정 [°C] 4 … 20 0

SpDeltaT_US Analog Value [104] Setpoint DeltaT in °F] 7 … 36 0

SpFlow_DeltaT_SI Analog Value [108]
Setpoint Flow at DeltaT 
in [l/min]

0…4000 0

SpFlow_DeltaT_

US
Analog Value [109]

Setpoint Flow at DeltaT 
in [gpm]

0 … 1000 0

ErrorState Analog Input [100] 에러 메세지* 하단 표참조 -

RstErrCount Binary Value [100] 에러 메시지 초기화 None Reset 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