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al LNG & Hydrogen 공정 기본설계

Course

황지현

Name
Lecturer

Company / Position

前 SBM Offshore / Senior Expert Process Engineer

E-mail : jhwang@emba16.rsm.nl
본 강의는 과거 부터 현재, 미래까지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 흐름에 대해서 공정
설계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과거 및 현재까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Oil & Gas
에서 시작하여 현재 및 가까운 미래에 청정 에너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는 LNG에 대한 공정 설계에 있어 Practical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한다. 그
리고 더 나아가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Hydrogen에 대하여 개
론적인 수준에서 공정 엔지지어 관점에서 Practical 내용들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Practical 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1) Oil & Gas 개발 프로젝트 개요 (과거 / 현재)
2) LNG 개발 프로젝트 개요 (현재 / 미래)
3) LNG FEED 프로젝트 및 개념설계 워크샵
4) 가스 테크놀로지 워크샵
5) LNG 액화 공정 및 주요 장비 워크샵
6) LNG 액화 공정 Key Licensors Portfolio
Course

7) LNG Terminal 공정 워크샵

Description

8) LNG 프로세스 통합 솔루션
9) LNG 플랜트 스마트 응용
10) Hydrogen Economy Overview (미래)
11) Hydrogen Value Chain Overview
12) Hydrogen 생산 & 이용 테크놀로지 (첨부로 활용)
13) Hydrogen 저장 & 이송 테크놀로지 (수소 액화 중점 설명)
14) Practical LNG & Hydrogen 공정 기본설계 실습
a) Oil & Gas 공정 시스템 Hysys 시뮬레이션
b) LNG 공정 시스템 Hysys 시뮬레이션
c)

LNG Terminal 공정 시스템 Hysys 시뮬레이션

d) LNG Sensitivity & Case Hysys 시뮬레이션
e) LNG 공정 시스템 Process Control
f)

LNG 공정 시스템 P&IDs

g) LNG Engineering Economics
h) LNG Project Final Investment Decision

수강생들은 크게 Oil & Gas 와 LNG 공정설계를 Hysys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Hydrogen 시뮬레이션은 강의 일정 상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한다.
Oil & Gas 공정 모사는 기존 Oil & Gas 플랜트들의 운전 조건들에 주안점을 두고 가
능한 빨리 진행하고 대부분 실습은 아래와 같이 LNG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Practice by 공정 모사를 수행하지 않고 대략적인 LNG 공정 설계를 수행하는 방법과 Hysys를
Trainee
사용하여 실제 LNG 공정 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LNG 프로젝트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를 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LNG Supply
Chain에 대한 개념을 본 강의를 통해 습득한다. 또한, 실습을 통해 설계한 LNG 플
랜트의 스마트 응용 분야에 대한 개념 및 실습을 병행하여 원가 절감 가능한 방법
들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하고자 한다.
Textbook,

1. 자체 제작 교제 및 Hysys 시뮬레이션 파일

Reference

2. Reference: Saeid Mokhatab et al., Handbook of Liquefied Natural Gas,
Attendance

Evaluation

Assignment

100 %

Project
0%

Total
0%

100%

1. 화공 및 기계 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Qualification

Course

2. LNG, Hydrogen 또는 가스 공정 관련 산업체 재직자

초급 수준의 엔지니어도 충분히 따라 갈 수 있게 강의 구성

Level

1. 많은 서적 및 관련 논문들에 나와 있는 Academic 한 Oil & Gas, LNG, Hydrogen
부분들이 아닌 현업에 활용 가능한 Practical 한 Oil & Gas, LNG, Hydrogen 공정
Remark

설계를 수행해 보고 싶은 엔지니어들 및 대학원생들에게 적합한 강의.
2. 전체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강의와 실습을 적절히 병행하여 이루어질 예정.

Course Schedule

Days

Time

Subjects

< 온라인 이론 강의 Day 1 >

Day-1

13:00 ~ 17:00

1.

강의 개요 및 전체 에너지 산업 워크샵 (기술들에 초점)

2.

Oil & Gas 개발 프로젝트 개요 (과거 / 미래)

3.

LNG 개발 프로젝트 개요

4.

LNG FEED 프로젝트 및 개념설계 워크샵

< 온라인 이론 강의 Day 2 >
Day-2

13:00 ~ 17:00

1.

가스 테크놀로지 워크샵

2.

LNG 액화 공정 및 주요 장비 워크샵

3.

Hydrogen 액화 공정 개론

< 온라인 이론 강의 Day 3 >

Day-3

13:00 ~ 17:00

1.

LNG 액화 공정 주요 Licensors 포트폴리오

2.

LNG Power Generation 시스템 워크샵

3.

LNG Terminal 공정 워크샵

4.

LNG 프로세스 통합 솔루션

< 온라인 이론 강의 Day 4 >

Day-4

13:00 ~ 17:00

1.

Hydrogen Economy Overview (미래)

2.

Hydrogen Value Chain Overview

3.

Hydrogen 생산 & 이용 테크놀로지 (첨부로 활용)

4.

Hydrogen 저장 & 이송 테크놀로지 (Hydrogen 액화 중점 설명)

< 대면 실습 강의 Day 1 >

Day-5

09:00 ~ 18:00

1.

LNG 및 Hydrogen 액화 공정 워크샵 (온라인 이론 강의 기반)

(점심: 12:30 ~

2.

Oil & Gas Hysys 시뮬레이션

13:30)

3.

LNG 관련 공정 시스템 HYSYS 시뮬레이션

4.

LNG 액화 시스템 관련 HYSYS 시뮬레이션

5.

LNG 플랜트 전체 Hysys 시뮬레이션

< 대면 실습 강의 Day 2 >

Day-6

09:00 ~ 18:00
(점심: 12:30 ~
13:30)

1.

LNG 전체 공정 시스템 Sensitivity & Case HYSYS 시뮬레이션

2.

LNG Engineering Economics

3.

LNG 주요 공정 시스템 Process Control Development

4.

LNG Terminal 관련 공정 시스템 Hysys 시뮬레이션

5.

LNG 플랜트 스마트 응용

6.

Hydrogen 액화 공정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