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

Lecturer

석탄화력발전 주요 기계계통 최적설계
Name

김성춘

Company / Position

Burns & McDonnell International/한국대표

E-mail : usekim@hanmail.net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발전 열역학, 연료의 성상과 보일러 설계, 발전설비 회전기계 시스템 기초 이론, 탈황 및 환경 등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기계계통의 System Configuration 및 설계기준을 이해하고, 계통 설
기대효과

계 기준 설정과 기기 또는 계통 선정을 위한 최적설계 기법 등을 습득하여 발전소 개념 및 기본
설계와 기술규격서 작성 및 입찰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대용량 석탄화력발전플랜트 기계계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최적
설계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기술을 배우며,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내용이 포함됨.
-

석탄화력발전플랜트 일반설계기준, 부지배치 기준 및 주요 기계계통 설계 Review

-

고효율 발전플랜트 건설을 위한 주증기 및 재열증기 조건 검토

-

HP & LP Turbine Bypass 용량 검토

-

변압운전(Variable Pressure) 범위 검토

-

최저안정부하(Minimum Stable Load) 검토

-

미분기 용량 및 설치 대수 검토

-

통풍설비계통 구성(Boiler Draft System Configuration) 검토

-

복수계통 구성(Condensate System Configuration) 검토

-

석탄 성상이 보일러 설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The Outlook of New Coal-fired Power Plants

Practice by

-

검토 대안 설정 및 최적안 선정

Trainee

-

경제성 평가계수 산정

Course
Description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Assignment

Final Exam

Total

Evaluation
80%
화력발전플랜트 설계/제작/건설 관련 업무 기술자 화력발전플랜트에
Qualification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자 화력발전플랜트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20%

100%

Course
Level

S/W

석탄화력발전 기계계통 설계기준 설정 및 기기 선정을 위한 실무지식(고급)

N/A

Remarks

Course Schedule
Days

Time

Content
О 석탄화력발전플랜트 일반설계기준 및 주요 기계계통 설계 Review

09:30 ~ 13:30

-

개요

(4 Hrs)

-

일반설계기준, 부지배치 기준

-

주요 기계계통 설계 Review (계통설계 범위 및 Design Parameters 등)

13:30 ~ 14:30

Lunch
О 고효율 발전플랜트 건설을 위한 주증기 및 재열증기 조건 검토

2/20
(화)

-

국내•외 증기조건 기술현황

14:30 ~16:30

-

보일러 및 터빈 적용 재질 현황

(2 Hrs)

-

증기 조건별 열소비율(Heat Rate) 및 효율 검토

-

증기 조건별 경제성 검토

-

경제성 검토 적용평가계수 산정

О HP & LP Turbine Bypass 용량 검토
16:30 ~ 17:30
(1 Hrs)

- Turbine Bypass 설치목적
- Turbine Bypass 용량 결정시 고려사항
-

Turbine Bypass System 의 Safety Function 에 대한 법규 검토

О 변압운전(Variable Pressure) 범위 검토
09:30 ~ 11:30
(2 Hrs)

- 변압운전방식 및 효과 검토
- 변압운전범위 검토
О 최저안정부하(Minimum Stable Load) 검토

2/21

-

노(Furnace) 내의 안전연소 능력 검토

11:30 ~ 13:30

-

미분기 최저 운전대수 및 Turn-down Ratio

(2 Hrs)

-

FDF & IDF 유량제어 범위 등

(수)

13:30 ~ 14:30

Lunch
О 미분기 용량 및 설치 대수 검토

14:30 ~15:30

-

미분기 형식 검토

(1Hr)

-

석탄 성상이 미분기 용량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미분기 용량 및 설치 대수 검토

О 통풍설비계통 구성(Boiler Draft System Configuration) 검토
15:30 ~17:30
(2 Hrs)

09:30 ~11:30
(2Hrs)

2/22
(목)

-

통풍기 형식 및 풍량 조절 방식 검토

-

국•내외 통풍기 적용 현황

-

FDF, PAF, IDF 형식 선정(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

FDF 공기 흡입구 위치 검토

О 복수계통 구성(Condensate System Configuration) 검토
-

복수펌프(COP) 대수 검토
복수승압펌프(CBP) 설치 타당성(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О 석탄 성상이 보일러 설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1:30 ~13:30

-

석탄의 이해(석탄 매장량, 석탄 관련 용어, 석탄 사양)

(2 Hrs)

-

석탄 및 석탄회 검토

-

보일러 크기(IDT, Heat Release Rates)

13:30 ~14:30
14:30 ~ 15:30
(1 Hrs)
15:30 ~16:30
(1 Hr)

Lunch
О 석탄 성상이 보일러 설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속
-

보일러 연소 방식 비교

О The Outlook of New Coal-fired Power Plant
-

Key Drivers for Renewable Energy Growth

-

Role of Co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