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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에 경각심을 유지하기

2018년 4월

취약점에 대한 경각심 유지는 훌륭한 공정 안전 문화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취약점에 대한 경각심
유지"란 무엇일까요? 이는 플랜트의 모든 사람들이:
 프로세스와 취급 물질의 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고의 전조일 수 있는 취약 증상에 대해 끊임없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차사고에 대한
보고(2018년 3월호)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과거의 뛰어난 안전 기록과 업적에서 기인할 수 있는 자만을 경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전 1912 년 4 월 15 일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 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친 후 3 시간도
되기 전에 침몰해 1500명이 넘는 인명이 손실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가동과 설계에 있어 취약점에 대한
경감식을 유지하지 못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배는 "침몰되지 않는다"라고 간주되어 중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갑판으로부터
아래 두 갑판까지만 격벽 수밀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명 보트는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구명 보트의
갯수도 64척에서 16척으로 감축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은 배가 무적이라 여겼고 승무원들의 선박조종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
 배는 유빙을 통과해야 하는 경로임에도 빠른 속도로 운항되었습니다. 다른 배로부터의 빙산에 대한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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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로세스 산업에선 취약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84 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독성 가스 (메틸 이소시
아네이트-MIC) 가 유출되어 수천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시스템들이
한 동안 작동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배기가스 스크러버(scrubber)와 플레어
타워는 운휴 중이었습니다.
 MIC 저장 탱크용 냉각 시스템은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촉발한 물의 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배관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incident had not been installed.

 프로세스와 취급 물질에 관련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가 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시스템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
및 절차가 제대로 작동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며,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결코 "여기에선 일어날 수 없다" 혹은 "나에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플랜트의 모든 인력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항상 비상대응 절차에 따르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뿐만이 아니라 플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용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한다면 항상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의 호빗 제12장

2018. 판권소유. 비상업적이거나 교육적인 용도로의 전재는 권장됩니다. 그렇지만 AICHE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ccps_beacon@aiche.org 으로나 1-646-495-1371번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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