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6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가스 실린더 충전 
및 배송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설비에는 수천개의 
인화성 가스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실린더에 설치된 
방출변(Relief valve)이 폭염으로 인해 열렸고, 누출된 가스가 
점화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번져서 4분만에 
모든 설비를 뒤덮었고 다른 실린더들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설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 대피했으며, 소방대원들은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변의 거주자가 연기로 인해 
발생한 천식 증상으로 사망했지만, 즉시 피난한 현장 작업자와 
방문객 중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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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합니까? 

플랜트의 고장 요인을 파악하고, 언제 대피하고, 언제 현장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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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의 두 사고에서, 심각한 이상 사태 (용기 내에서 예상치 못한 발열반응 발생, 인화성 증기운의 건물 내 
대량 누출)에 대응하려고 할 때 작업자들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들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사고에서, 작업자와 방문객은 즉시 설비에서 대피했고, 소방대원들은 화재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작업자, 방문객, 소방대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용기 내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반응으로 인해 용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화성 증기가 대량으로 누출되었다면 화재나 폭발은 
점화원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공장 내에서 일어났다면 절대로 그 주변에 있으면 
안됩니다. 공장의 비상조치 계획을 숙지하고, 비상조치 훈련에 참가해야 하고, 언제 대피해야 할지 또는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2004년 4월, 일리노이 주의 PVC 생산 공장에서 한 운전원이 
실수로 반응이 진행 중이던 반응기의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 
반응기에는 염화비닐 단량체가 가압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독성을 가진 인화성의 염화비닐 증기가 건물로 
누출되었습니다. 운전원들과 교대 감독이 피난하지 않은 채, 
누출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화성 증기운이 
폭발하여 공장은 붕괴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누출을 
막으려고 하던 운전원들을 포함해서 5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 6월 Beacon을 참조해주세요. 

  1995년 4월, 뉴저지의 어느 제조공장에서는 차아황산나트륨
(고체), 알루미늄 분말, 탄산칼륨(고체), 및 벤즈알데하이드
(액체)의 혼합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각 
원료들이 6m3 용량의 교반기에서 Mixing  되는 중에, 수분 오
염 등에 의해 발열반응이 발생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공
장에서 대피했지만 몇 명의 작업자는 교반기의 혼합물을 제거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 
교반기가 폭발했고 교반기 구역 내에 있었던 5명이 모두 사망
했고, 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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