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에너지의 '에너지서버(Energy Server 5)'는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연소없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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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ME PTC 50 연료전지 전력 시스템 성능 시험을 통해 65% LHV 효율 검증하였음

2. 대기배출량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100 리포트에 따라 NOX, CO 및 VOCs 를 실제 측정하였음

Bloom Energy의 미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Bloom Energy 연료전지 

주기기인 'Energy Server 5'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연중무휴 상시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제공합니다. Bloom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센터, 의료, 소매, 금융 서비스, 유틸리티 및 기타 여러 산업 분야에서 Fortune 100대 기업 중 25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nergy Server 5                                                                         Technical Highlights (ES5-YABAKA)

출력

정격출력 (AC) 300 kW

출력 사양 480 V, 3-phase, 60 Hz

입력

연료 Natural gas, directed biogas

연료 압력 조건 10-18 psig (15 psig normal)

물 None during normal operation

효율

누적 발전효율 (LHV기준) 65-53%

대기배출량

NOx 0.0008 kg/MWh (0.0017 lbs/MWh)

SOx Negligible

CO 0.0154 kg/MWh (0.034 lbs/MWh)

VOCs 0.0072 kg/MWh (0.0159 lbs/MWh)

CO2 @ stated efficiency 308-378 kg/MWh (679-833 lbs/MWh) on natural
gas; carbon neutral on directed biogas

물리 환경적 특성

중량 15.8 tons

치수 (다양한 배치 가능) 9,830 mm × 1,321 mm × 2,184 mm (32’3’’ × 4’4’’ × 7’2’’)

외부 온도 조건 -20° to 45° C

습도 0% - 100%

내진등급 IBC site class D

설치 위치 Outdoor

소음 < 70 dBA @ 6 feet

코드 및 표준

Complies with Rule 21 interconnection and IEEE1547 standards

Exempt from CA Air District permitting; meets stringent CARB 2007 emissions standards

An Energy Server is a Stationary Fuel Cell Power System. It is Listed by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as a 
‘Stationary Fuel Cell Power System’ to ANSI/CSA FC1-2014 under UL Category IRGZ and UL File Number MH45102.

기타사항

보안화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 성능 등을 모니터링

Bloom Energy의 RMCC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운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