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7년 2월 텍사스 정유공장에서 15 년간
사용되고 있지 않든 제어 스테이션 배관의
균열로 프로판 가스가 새어 나왔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은 대규모 화재로 네 명이 부상을
입었고 정유공장은 소개되었으며, 두 달 동안
가동을 못했고,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8년 10월호와
2010년 5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가공 공장에서 석면 보온재가 시공된
배관이 석면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단 밸브가 새면서
제품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 방치된 전기박스로 물이 스며들어 누전으로
인해 전원이 나갔습니다. 

• 물에 강하게 반응하는 인삼염화물 (PCl3)을
취급하는 공정이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PCl3 

탱크는 비워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탱크가 누설되어 PCl3는 지면의 물과 반응하여
유독 가스인 염화수소 구름이 생성되었습니다.

설비를 격리하거나 제거할 경우 변경관리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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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설비에서의 위험

후원사

플랜트에서는 수시로 설비, 배관 심지어는
전체 플랜트나 생산공정을 수 주간, 수
개월, 몇 년씩 가동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 계절에 따른 수요변화나
프로세스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치와 가동 설비는
차단되어야 하며 제품이 비워지고, 전원이
끊어져야 됩니다. 귀하의 플랜트는 적절한
지침에 따른 차단-격리(lock out-tag 
out)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공정에 변경이 생겨 장치가 서비스에서
제외될 때, 나중에 제거할 요량으로
플랜트 변경작업 시 격리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제거가 되었나요? 
방치된 장치가 부식되고 낡고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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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임시로나 영구히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방치된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엔 언제나 변경관리
검토를 거치십시오. 사용치 않는 설비에 어떠한 격리, 
비우기, 전원 차단이 요구되는 지 검토하시고, 귀하의
플랜트의 차단-격리 절차를 따르십시오.

차후에 제거할 의도로 격리된 설비가 확실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되지 않는 배관이나 장치에 유의하세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방치된 배관이나 설비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서비스에서 제외된 설비를 검사해서 여타
가동 설비나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지
점검하세요. 손상, 부식, 또는 누설의 징후를
조사하시고, 사용치 않는 설비를 가동 설비들로부터
격리하는 차단 밸브, 블라인드 등의 장치물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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