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 설비가 어떻게 작동되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특이한 소음, 냄새, 물방울, 누설, 

진동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뭔가가
이상하면 감독자에게 보고 하십시오!

검사 시트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문제가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도 다시 기재하여 감독자에게
얼마나 문제가 오래 되었는지
지적합니다.

볼트, 파이프 행거 또는 보호
장치물이 빠져있는 경우,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거나, 유출, 

화재나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신속하게
보고하십시오.

조원 미팅이나 안전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적
사항들도 경청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절차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으면
안전을 고려하며 신중히 검토합니다.

“제가 프로세스 안전을 개선 하기 위해 뭘 할 수 있겠어요? 난
단지 운전원 (또는 단순 기술자, 기계공)일 뿐인데.  난 그냥 밸브나
여닫고, 장치를 조작하고, 샘플을 체취하고, 렌치를 돌리고 설비
조정만 합니다.”라고 근로자들이 자주 말합니다. 실제로 운전원과
정비작업자들이 화학물질을 바꾸거나, 설비를 재설계한다던가
재질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정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문제로 설비가
고장난다며 최적의 프로세스 가동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전직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는 "많이 보면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
했습니다. 프로세스 안전에서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많이 보고 듣는
것은 다양한 상황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특이한 소리는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닥이나 배관에 묻은 더러움이나 젖은
자국은 작은 누설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설비 문제나 누설은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고, 정비작업 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상사에게 보고 합니다.

그림들은 플랜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공정안전은우리 모두의책임입니다!

제가 뭘 할수 있겠어요? 전 단지 운전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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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녹슨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모터를 덮은 분말먼지는 화재의 연료가 되
거나 분진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슬고 구멍 난 파이프!

플랜지 조인트가 새고 있지는 않나요? 볼트가 빠져있는 플랜지.

전기와
전선의문
제들도살
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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