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지진, 허리케인과 태풍, 토네이도, 지진
해일, 산불과 홍수 그리고 또 다른 자연 재해의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들은 모두가 직접적으로 끔찍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저장 및 처리 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연 재해가 당신의 플랜트에서 일어 날 수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재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재해에
따른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지요?

“한 푼어치의 예방은 엄청난 값의 치료와 같다.” - 벤자민 프랭클린

2011년 6월당신은 천재지변에 대비가 되어있습니까?

"자연 재해 대응“이란 2010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상용 재산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FM Global은 조직이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를 논의 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들은 자연 재해의 위험을 과소
평가합니다. 그들은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재앙이 없다보니
사람들은 더 쉽게 발생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과대 평가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재해에 따른
복구에 중점을 둡니다.

www.aiche.org/ccps

1 –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진 에 이은 일본의 석유 정유 공장에서 화재; 
2 –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  3 - 캘리포니아 의 산불;  
4 - 2011년 3월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파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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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재해가 플랜트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과 재해로 인한 유틸리티 중단에 따른 파급
효과를 파악하세요.
재해에 대비한 플랜트 비상대응계획을 검토
하세요. 당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가용
자원으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계획이 실천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귀하의 우려를 관리자에게 알려 확인합니다.
 모든 필요한 장비와 개인 보호장구(PPE)가 자연
재해에 대응하고 준비하는데 충분하며, 재해발생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자연 재해 대비와 대응 훈련에 진지하게
참가하고, 훈련 도중에 목격한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FM Global 의 보고서를 읽어
보십시요. www.fmglobal.com/disaster.

http: //www.aiche.org/ccps/safetybeacon.htm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www.iomosa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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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지침은 아랍어,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구자라티어, 헤브라이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그리고 타이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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