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 탈질 및 집진기

Course

박기서

Name
Lecturer

KC 코트렐 / 부사장

Company / Position
E-mail :

기존과목과의

-

연계성

화력발전소 대기 공해 방지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이론 및 기술 지식을
기대효과

습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설계 최적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고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실무 능력을 배양 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대기 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 이해(국내외 대기 환경 기준, 발전소 설계 기준 등) 및
설비 관련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이 포함됩니다.
* 화력발전소의 대기 공해 방지 설비

Course
Description

(1) 대기 환경 설비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2) 대기 공해 방지 설비
-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 탈황설비, 탈질 설비, 기타 설비 등
(3) 국내 화력 발전 설비의 장기적 고려 사항

Practice by
Trainee
Textbook,
Reference

화력 발전소용 환경 설비의 발주 기술 사양 사례 분석 실습

-

Evaluation

Attendance

Assignment

Final Exam

90%

10%

-

Qualification 화력발전소 대기 환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엔지니어 또는 관심있는 자
Course
Level

화력발전소 대기 환경 분야 실무 지식(기초 및 중급)
-

S/W
Remark

-

Total
100%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석탄화력 발전소의 대기 환경 규제 항목과 국가 대기 관리 정책
- 한국/미국/중국 등 비교
- BACT & MACT 기타 환경 기술 적용 개념

09:30~13:30
(4hrs)

- PM 10 과 PM2.5 에 따른 영향


보일러 풍량및 분진량, SO2 농도 설계 자료 기본 검토 방법
- 석탄화력 보일러용 환경 설비 시스템 설계에서의 기본 고려 사항
- 석탄 화력 보일러 시스템 기존 설계 조건 검토 확인 작업

13:30~14:30

Lunch


분진 처리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
- 전기집진기 시스템의 설계

1st day

- 여과식 집진기 시스템의 설계
- 복합식 분진 처리 시스템의 설계
- Fly Ash Handling System 의 설계
14:30~18:30



탈황 설비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
- 습식 Limestone-Gypsum FGD 의 설계

(4hrs)

- 습식 암모니아 시스템 FGD 의 설계
- 해수 탈황시스템 FGD 의 설계
- 반건식 FGD 시스템의 설계
- Circulated Bed Dry Scrubber 의 특징과 설계
- DSI System 과 SO3 처리 시스템
- 각


FGD 시스템의 부산물 처리 방식과 경제성 검토

탈질 설비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
-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의 설계
- 비선택적 촉매환원 시스템의 설계

09:30~13:30

- 환원제 공급 시스템

(4hrs)

- 탈질 시스템과 관련된 보조 시스템


통합 환경 시스템의 설계
- 통풍 계통의 설계와 선택
- Cooling Tower 를 고려한 대기 환경 시스템

2nd day

13:30~14:30

Lunch


대기 환경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정비



비전통적 석탄 화력 발전 대기 환경 시스템 소개
- 일본 Isogo 발전소 Case Study

14:30~18:30
(4hrs)

- 폴란드 E-Beam 적용 사례 검토


석탄 화력 발전소 적용 사례 검토 (실제 사례 분석 실무)
- 신규 발전소 환경 시스템 설계
- 기존 발전소의 법규 강화에 따른 환경 시스템 강화 계획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