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 전기 설비 Reliability Engineering

Course

주 진 옥

Name
Lecturer

Company / Position

SK Energy ㈜ / 계기.전기실장(전), Master

E-mail : jojoo0502@naver .com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기대효과

-Plant 전력 공급 계통 및 관련 전기 설비의 Reliability Engineering 역량 향상
-Plant 전기 설비관리 역량 향상
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Plant 등과 같은 연속 Process 에서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도 전력 공급 중단 또는 부하 설비의 고장은 대규모의 생산 손실 및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복구 과정에서 인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전력
공급 계통 구성과 관련 전기 설비의 Reliability 확보는 매우 중요 함.
따라서 Engineering 단계에서부터 전력 공급 계통 구성과 이를 구성 하는 관련
전기 설비, 부하 설비 등에 대한 Reliability 확보가 필요하며, Plant 건설 후 운전
단계에서 설비 폐기 시까지 설비 진단, RCM 을 포함한 예방.예지 정비, 수명관리 등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통해 최상의 설비 Reliability 확보가 필요함.

Course
Description

그러므로 본 과정에서는 Plant 전력 공급 계통 구성과 적용 사례, 전기설비
선정에 필요한 주요 기본 지식에 장기간 Plant 설계 및 운전, 설비관리 경험 등을
통해 습득한 Best Practice, 사고 사례 등을 추가하여 Plant Reliability Engineering
역량 및 설비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전력공급 중요성
- Engineering 을 위한 전기 기본 지식
- Plant 내 전력 공급 계통 구성 및 보호, 적용사례
- 전기설비 선정 및 고려사항, 설비 진단 및 사고사례, 설비 보호.
- Hazardous Area 전기설비 설계 및 Arc Flash 설계 등 Safety 설계
- 설비 중요도 평가 (E-RCM) 및 예방 정비 등 설비관리
-Workshop(분과토의)

Practice by

-전압강하 계산 실습

Trainee

-단락전류 계산 실습

Textbook,
Reference

-과정 종합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Assignment
60%

Final Exam
20%

Total
20%

- 전기공학 및 관련 계통 유 경험자 (과장급 이하)

●

- Plant (정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분야의 전기 기술, 생산, 설비, 공무
담당 엔지니어 및 운전원, 정비원
Qualification

- Engineering 회사 전기 엔지니어
- 전기설비 제조 업체 엔지니어
- 석/박사 과정 학생
- Engineering 실무 지식 및 현장 실무 지식 습득

Course
Level
S/W
Remark

- 전기 설비 엔지니어 2 - 4년차
- 플랜트 기술, 공무, 생산, 설비 운전원/ 정비원 6-10년차

100%

Course Schedule
Days

Time

Content
1. 석유화학 산업의 전력사용 특성 및 중요성
2. 전기이야기-전기의 발견과 발전
3. 전력계통 구성

09:00~12:30
(3.5 hrs)

1) 전력계통 구성
1-1) 계통계획/수전계통
1-2) 전력계통 구성
2) 전력계통 분석
3) 전력계통에 ATS 적용
4. Switchgear Gear & MCC

12:30~13:30

Lunch
5. 제어전원 공급 설비

1st

6. 전력 Cable 선정 및 관리

day

1) 전력 Cable
2) Cable 진단 및 관리
7. 변압기 선정 및 관리
13:30~18:00
(4.5 hrs)

1) 변압기 선정
1-1) 변압기 기본
1-2) 변압기 결선 및 운전
2) 변압기 보호 및 진단
2-1) 변압기 보호
2-2) 변압기 시험 및 진단
8. 변류기 선정 및 관리
9. 전동기 선정 및 관리
1) 유도 전동기
2) 동기 전동기
3) 전동기 진단 및 보호
10. 교류 발전기 원리 및 보호

2nd

9:00~13:00

day

(4 hrs)

1) 발전기 기본
2) 발전기 보호
2-1) Primary 보호
2-2) Back-Up 보호 및 사례
11. 전기설비 방폭 설계
12. 신뢰도 기반의 전기설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