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011년 12월호에서 벤트라인에 누락된 플러그로 인한 가연성 물질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생긴 사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
벤트와 드레인 배관에서의 캡과 플러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벤트와 드레인에 캡과 플러그가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 격리 시스템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의 벤트는 안전 가동 정지시스템에서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데
사용되지만 플랜트가 정상 가동 시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의하세요
가끔은 더블 블록 & 브리드의 벤트에도 캡과 플러그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치물을 격리하기 위한 더블 블록 & 브리드는 보수용 격리 시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플랜트에서의 적용처와 올바른 사용법을
파악하세요!

더블 블록 & 브리드는 어떻게 작동 합니까?

더블 블록 & 브리드는 장치물로부터 프로세스 유체를 차단하는 확실한
격리방법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차단 밸브 (그림에서의 밸브
1과 2)와 해당지역의 환경법규에 부합되게 안전한 지역으로 벤트되는 브리드
밸브(밸브 3)로 구성됩니다. 프로세스 유체가 하류의 장치물로 유동시
그림1에서와 같이 차단 밸브1과 2가 열리고 브리드 밸브3은 잠기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류의 장치물이 프로세스 유체로부터 격리시엔
그림2에서와 같이 밸브 1과2는 잠기고 브리드밸브3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차단밸브1이 새거나 사고로 열리게 되어도 차단밸브2에 의해 하류의 장치물은
프로세스 유체로부터 격리가 가능합니다. 누설되었거나 또는 갇힌 물질은
브리드밸브3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벤트되기에 두 차단 밸브간에는 압력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됩니까?

더블 블록 & 브리드의 적용 예: 
• 버너에 공급되는 연료 가스의 차단과 같은 자동 가동정지 시스템.
• 설비 유지보수 또는 임시 가동정지 기간 동안에 유해 물질, 온도, 압력의
격리를 제공 합니다.  

• 일부 작업에서는 필요하지만 다른 작업에서는 열기가 위험할 수 있는
일괄처리 공정에서의 증기를 차단합니다. 

• 일부 공정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따른 공정에는 위험할 수 있는 프로세스
물질을 차단합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 (이중 차단 및 벤트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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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플랜트의 각각의 더블 블록 & 브리드밸브의 세팅을 파악하고 브리드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거나

플러그 되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서비스마다 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합니다-올바른 순서로 밸브를 개폐합니다. 더블 블록 & 

브리드 마다 브리드가 닫히거나 플러그되는지 아니면 열린 채로 두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안전 가동정지 시스템에서 브리드밸브는 대개 플러그되지 않습니다만 플랜트 엔지니어와 이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브리드를 통해 벤트되며 안전한 장소로 벤트되는지 확인합니다. 귀하의 플랜트 엔지니어가 물질의 종류, 

이의 온도와 압력에 근거해 안전한 장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플랜트 관리자에게

브리드를 통해 안전하게 벤트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밸브 제조 업체가 세 개의 밸브를 모두 통합한 단일 어셈블리로 납품했는지 알아보고 플랜트에 이러한 단일

어셈블리가 설치되었는지도 파악합니다. 이러한 조립식 밸브 세트는 여타 더블 블록 & 브리드와는 외형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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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블 블록 & 브리드 밸브가 유체
유동이 되도록 설정

2. 더블 블록 & 브리드 밸브가 유체
유동을 차단하도록 설정

http: //www.aiche.org/ccps/safetybeac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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