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pment Safety and Reliability for Refinery and Petrochemical Plant

Course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안정성 확보 방안)
김 병 무

Name
Lecturer

前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Reliability 담당임원

Company / Position
E-mail : bmgim@daum.net

기존과목과의 Basic Material Selection/공정설계의 기초/배관설계의 기초/Vessel 설계기초 과목 등과 함께 들으면
연계성

과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의 재료 선정, 공정 부식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치/배관의 Damage

기대효과

Mechanism과 이에 대한 검사, 수명평가, 파손분석 및 파손 방지대책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전
반적으로 배움으로써 실무에서 요구하는 업무지식과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정유 및 석유화
학 플랜트의 Reliability 확보에 도움을 줌.
본 과목은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설비의 안정적 사용과 설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
재료기술, 검사기술, 부식방식기술 및 Reliability 확보 방안에 대한 기초 이론과 다양한 실제
사례의 학습을 통하여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Inspection and Reliability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 소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이 포함된다.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각종 장치재료의 종류,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해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 내 산/알칼리/수소 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장치 들에서 발생하는
부식 종류 및 메커니즘 이해/ 고온 열화의 종류 및 열화 메커니즘 이해

Course
Description

-장치검사 기법의 종류 및 이해/ 장치검사 시스템 수립 (Risk Based Inspection API
581 주요내용 Review)
-보일러/히터/리포머 튜브의 열화기구/ 검사방법 및 수명평가 이해
-설비파손 분석기법 및 파손방지대책 수립
-Root cause analysis 기법 이해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내에서 발생한 실제 파손사례 연구
-Reliability 향상을 위한 Reliability System 의 이해
- Final Exam
-플랜트 주요장치 재료 선정 실습
-철강재료, 스테인레스 및 비철금속재료 사용 시 문제점 도출
-재료별/운전조건 별 부식손상 예측
-재료별/운전조건 별 열화손상 예측

Practice by
Trainee

-손상형태 및 부위별 적정 검사방안 수립
-개별 장치검사 표준 수립
-배관의 Thermal Fatigue 발생 및 파손 예측(△T, 재질, Cycle, 두께, 형상)
-압력용기 MPT 계산, 크립 수명 예측
-Root cause analysis 실습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Qualification

Assignment
50%

Final Exam
20%

Total
30%

100%

-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 근무하는 장치검사엔지니어 또는 화공엔지니어,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는 재료엔지니어 또는 동일계 대학원생

Course
Level

- 2년 이상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검사 경험이 있는 자
- 2년 이상 엔지니어링회사 플랜트 설계 경험이 있는 자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1. 플랜트 장치재료(2 hrs)
1) 장치종류 및 특성
2) 재질선정 기준

3) 장치 제작 (Forging, Forming, Welding, Casting)
09:30~13:00
(3.5 hrs)

2. 철강재료, 스테인레스강 및 비철금속재료 특성(2 hrs)
1) 철강재료의 종류 및 특성
2) 스테인레스강 및 비철금속 종류
- Ferritic, Martensitic
- Austenitic, Duplex
- Corrosion Resistant
- Heat Resistant

8/6
(월)

13:00~14:00

Lunch
3. 장치재료의 손상기구 I
1) 부식의 종류
-저온부식
-고온부식
2) 부식메커니즘

14:00~18:30
(4.5 hrs)

3) 부식방지 대책
4. 장치재료의 손상기구 II
1) 열화의 종류
- 크립, 피로, 침탄, 취화
2) 열화 메커니즘
3) 열화 방지대책
5. 장치검사
1) 장치검사 기법의 종류 및 이해
- 침투탐상, 자분탐상, 초음파, 에디커런트, 엑스레이
2) 장치검사 표준 및 시스템 수립
6. 보일러/히터 튜브, 압력용기 수명평가

8/7
(화)

09:30~13:00
(3.5 hrs)

1) 보일러/히터/리포머 튜브의 열화기구
2) 보일러/히터/리포머 튜브의 검사
- 표면복제, 금속조직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인장시험, 충격시험
3) 압력용기 재료
4) 압력용기 열화기구
5) 압력용기 검사 : 초음파, 연속압입검사, 표면복제

13:00~14:00

Lunch

7. 파손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14:00~18:30
(4.5 hrs)

1) Root cause analysis 이해
2) 플랜트 설비의 실제 파손사례 연구
3) Day 1 and 2 Wrap-up 및 Final Exam 소개
8. Reliability 향상 방안
1) 사전관리

8/8

09:30~13:30

2) 사고관리

(수)

(4 hrs)

3) 변경관리
4) 해외 선진기업 사례
5) Final Ex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