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설명
과 정 명

스마트 발전 플랜트 고도화를 위한 설비 예지보전 전략
성

강 사

명

이 선 휘

소 속/ 직 위

퓨처메인 주식회사 대표

E-mail

shl@futuremain.com

1) 교육의 목적
- 스마트 발전 플랜트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설비 관리기술의 습득
- 설비 최적 관리에 필요한 요소 기술과 보전 방식의 이해
-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결함 메커니즘의 이해
- 진동의 기본 개념과 이를 이용한 설비 진단 기술의 습득
- 설비 O&M 실 적용 사례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방법 습득

2) 교육 요구 사항
- 현장에서 설비를 운영하거나 관리한 유 경험자
- 현장 설비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
과 정 소 개

- 설비 운영, 보전관리, 설계 경험자
- 진동 기초 개념 보유자

3) 교육 주요 내용
- 4 차 산업혁명과 설비 예지보전의 중요성
- 스마트 발전 및 화학 플랜트에서의 설비 예지보전의 목적과 요소
기술에 대한 정의
- 스마트 플랜트의 설비 예지보전 전략과 시스템 구축 절차
- 회전 기기 고장에 대한 정의 및 고장 메커니즘의 이해
- 회전 기기의 결함 진단 기술
- 실제 고장 사례를 통한 현장 설비 진단 방법 및 대책

교육생들의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교육 실습

- 현장에서 실제 발생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 절차 습득
-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전기계 진단과정 실습

참석률

과제 평가

프리젠테이션

합계

40 %

40 %

20 %

100 %

교육 평가

교육 교재
비고

회전기계 진단 기술 (당사 교재)
과제 평가는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및 그룹별 평가

교육 일정 및 내용
일

자

시

간

교육 내용
1. 4 차산업혁명과 스마트 발전 플랜트에서의 설비 최적
관리 기술

9:00~10:00
(1hrs)

- 4 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도래
- 스마트 발전 플랜트에서의 설비 관리의 중요성
- 스마트 발전 플랜트의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
- 설비 최적 관리 방법
2. 발전 및 화학 플랜트 설비 고장의 유형과 원인

10:00~12:00
(2hrs)

- 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장과 유형
- 고장 메커니즘 이해
- 설비 고장 검출 방법
3. 설비의 최적 관리에 필요한 요소 기술

12:00~13:00
Day1

(1hrs)

- 설비 최적 관리의 정의
- 설비 결함 진단 기술
- 설비 보전 방식과 보전방식의 비교

13:00~14:00

점심
4. 진동 분석 기법을 이용한 설비 예지 보전

14:00~16:00
(2hrs)

- 진동을 이용한 설비 결함 검출과 고장 예측
- 회전기계의 주요 결함 원인과 대책
- 설비 모니터링 및 상태 평가
- 결함 진단 사례
5. 예지보전 시스템 구축 전략, 절차, 효과와 적용 사례
- 예지보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6:00~18:00
(2hrs)

- 예지보전 시스템 구축 조건
- 예지보전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축 효과
- 국내 적용 사례
- 해외 적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