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는 다양하게 시작됩니다 – 이 모두를 관리하세요! 

     어떤 점화원(ignition source)은 상당히 명백합니다. 타오르는 담배, 

작동 중인 산소-아세틸렌 용접 토치, 그라인더에서 튀어나오는 

스파크와 뜨거운 금속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화원입니다. 하지만, 

화기작업 후 작업 현장의 숨은 곳에 시뻘건 고온의 입자, 뜨거운 슬래그 

또는 연기를 뿜는 화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한참 

후에도 이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 하지 않은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점화원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불안정한 화학 물질: 예, 유효기간을 넘겨 오래 저장된 화학물질이나 

분해 온도보다 높게 저장된 과산화물(#1, 2006 년 1 월 안전회보). 

 혼재불가 화학물질을 함께 저장하고 실수로 혼합 (#2, 2006 년 7 월 

안전회보). 

 표면 증가에 의한 산화반응 강화: 예, 활성탄과 유기물 증기의 접촉 

(2003년 4월/ 2014년 2월 안전회보), 기름 걸레 (2005년 5월 안전회보), 

또는 보온재로 누설된 가연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자연발화 물질(#3)은 자주 점화원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환원제인 차아황산나트륨은 수분 존재 시 자연 

발화됩니다(2014년 7월 안전회보). 1996 년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선적 선박 화재도 차아황산나트륨 컨테이너에서 시작 

되었습니다(#4). 황화철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은 석유화학 설비에서 

원유와 파생물질에 존재하는 황화수소와 산화된 철(녹)의 반응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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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화기작업 허가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 중에 스파크가 숨겨져 연기를 뿜는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최신 방폭지역구분도를 사용하여 방폭지역에 적합한 도구와 절차를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화점이 높은 가연성 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연성 액체가 다공성 물질에 흡수되면 

스스로 점화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의 유출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합니다. 

• 청결만으로는 플랜트 화재 예방에 부족하지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중에 변색 등 유기액체의 유출 흔적이나 열매체가 보온재로 누설된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세요. 

•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세요! 안전 데이터 시트를 통해 안정성, 저장 조건, 유해 반응과 혼재 

불가 물질을 파악하세요. (2016년 7월 안전회보 참조) 

• 혼합 물질의 저장 등 플랜트에서의 저장 절차를 준수하세요. 

• 플랜트에 새로운 물질을 도입 시에 절차가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변경관리(MOC)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절차를 개정하고 변경관리가 되도록 관리자에게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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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안전 지침은 아랍어, 아프리칸스어,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독일어, 구자라티어, 터키어, 헤브라이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등 3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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