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가스 안전관리
Course

Lecturer

-에너지 플랜트 안전 최적화를 위한 사고사례 분석 및 안전 예방관리Name

김 지 윤

Company / Position

㈜에너지기술 융합센터, 대표/ 김지윤

E-mail : kim067619@gmail.com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기계, 금속,전기 및 화공과목 전공자로서 공정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와의 연계성이 있음.

본 과목은 에너지 및 가스 안전관리분야의 강의로 발전,가스,정유,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서 많이
기대효과

발생되고 있는 부식, 설비 손상 사례 및 대책, 위험도평가(RBI) 와 정성.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연습 및 방폭전기기기의 안전 및 사례에 대한 강의로 발전,가스,정유,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안전관리 최적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자 함.
본 과목은 에너지 및 가스 산업 플랜트에서의 최적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례 및 대책을 강구.제시 하여

에너지 및 가스분야의 사고 방지

와 플랜트의 최적화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 하고자 함.
-에너지법 체계
-플랜트 재료의 특성
-플랜트 부식 발생 분석 및 사례
-플랜트 손상사례 및 위험도평가(RBI) 사례
Course
Description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이해와 활용
-사고피해 영향평가(CA) 기법의 이해와 연습
-사고피해 빈도분석(FA) 기법의 이해와 연습
-전기방폭 기기의 구조별 특성
-방폭지역 구분(Hazadous Area Classification)
-위험지역내의 전기기기 설치
-방폭전기 기기 현장 설치 사례
Practice by
Trainee

-사고피해 영향평가(CA) 및 사고발생 빈도분석(FA) 기법 연습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Assignment
50%

Final Exam
30%

Total
20%

Qualification 기계,금속,전기 및 화공분야 전공자로서 발전,가스,정유,석유화학플랜트 유 경험자

Course
Level

발전,가스,정유,석유화학플랜트 1-2년 유 경험자

100%

Course Schedule
Days

Time

09:30-12:30
(김지윤대표)

7/11
(수)

(이승국박사)
15:30-18:30
(김기회센터장)
09:30-11:30
(김지윤대표)
11:30-12:30
(김기회센터장)

(목)

1.

과정소개

2.

에너지법 체계

3.

플랜트 재료의 특성

4.

플랜트 부식 발생 분석 및 사례

Lunch

12:30-13:30
13:30-15:30

7/12

Content

(강사명)

5.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의 이해와 활용

6. 방폭전기 기기의 구조별 특성

7.플랜트 손상사례 및 위험도평가(RBI) 사례

8.방폭지역 구분(Hazadous Area Classification)

Lunch

12:30-13:30
13:30-14:30

9.방폭지역 구분(Hazadous Area Classification)

(김기회센터장)
14:30-16:30

10.안전관리 패러다임 및 안전문화

(김지윤대표)
16:30-18:30

11.사고피해 영향평가(CA) 기법의 이해와 연습

(이승국박사)
09:30-11:00

12.사고발생 빈도분석(FA) 기법의 이해와 연습

(이승국박사)

7/13

11:00-12:30

(금)

(김기회센터장)

13.위험지역 내의 전기기기 설치 및 현장 사례

12:30-13:30

14.EDRC 안내 및 강의평가 시험

(김지윤대표)

15.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