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는 프로세스 건물 내의 섬유질(파이버) 
 쓰레기 드럼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드럼통에는 땜 납, 플럭스, 풀, 용접  
부스러기, 일반 쓰레기와 기름 걸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럼통은 오랜 기간 동안 비워 
지지 않았습니다. 점화원인은 뜨거운 용접  
부스러기나 기름에 젖은 쓰레기의 자연  
연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드럼통에서 시작된 화재는 확산되었습 
니다. 이전에 누설되어 말라버린 에멀젼 폴리머가 플랜트 구조물과 파이프와 바닥을 일부 
덮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쓰레기 드럼통에서 방치되어 쌓여 있던 폴리머로 번졌습니다. 
화재는 커졌고 건물, 프로세스 장비, 계기 및 제어 장치에 상당한 피해를 미쳤습니다. 다행
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플랜트는 장시간 가동정지가 되었고 수 십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
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수 작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곧 바로 수거하고 
제대로 처리합니다. 청소가 될 때까지는 작업이 완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나 화학물질에 젖은 걸레나 종이는 제대로 분리 
수거합니다 (금속 용기, 프로세스 영역 안에서는 잠재적인 
점화 소스 분리). 

일반 쓰레기는 올바른 용기에 넣고 정기적으로 컨테이너를 
비우십시오. 

프로세스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 합니다. 설비, 바닥, 케이블 
트레이 또는 구조물에 쌓이는 가연성 먼지를 포함해 모든 
가연성 물질은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는 화재의 연료가 
됩니다. 

프로세스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설비의 누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상기시키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세요. 

situation, and work with them to resolve the problem. 깨끗한 플랜트가 안전한 플랜트입니다!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과 청소! 

후원사 

www.aiche.org/ccps 

2012년 12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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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발생했나요? 
 청소 불량은 사고에 두 가지 원인을 제공   
      했습니다: 

 -  초기 화재는 건설 및 보수작업의 쓰레기와 
부스러기 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든 
파이버 드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은 정기적으로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  화재는 배관, 장비 및 건축 구조물에 쌓인 
폴리머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축적된 
가연성 고체 물질은 화재 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설비 문제로 수성 폴리머 에멀젼이 
누출되어 쌓였습니다. 

  플랜트의 운전인력은 반복되는 누설로 인한 
악화된 작업환경으로 플랜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폴리머의 누설은 운전인력의 통제를 벗어나 
설비 디자인의 이슈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와 엔지니어링의 관심이 필요한 설계 문제 
이었습니다.  

  아마도 더러운 공장이 정상으로 용인되는 
문화가 파이버 드럼에 아무렇게나 보수작업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 드럼통을 
정기적으로 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공정 안전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쓰레기  
드럼통의 잔해 

플랜트 구조물과 파이프를 
덮고 있는 건조한 에멀젼 

폴리머 

프로세스의 
화재 피해 
현장 

http: //www.aiche.org/ccps/safetybeacon.htm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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