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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정안전 회보(Beacon)은 아랍어, 아프리칸스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구자라티어, 히브리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어, 마라티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칼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텔레구어, 터키어, 베트남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에 있는 저장탱크로 하역되는 여러 다른 물질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한 상호작용을 
이해하세요. 2016년 7월 공정안전회보는 여러분의 엔지니어와 화학자들이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인, “화학 반응 워크시트”를 설명하였습니다. 

 들어오는 원재료의 배송품이 여러분이 요구한 물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서류와 라벨을 항상 
확인 그리고 재확인하세요. 

 들어오는 물질의 확인을 위한 그리고 이 물질들을 하역하기 위한 여러분 공장의 절차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원재료물질 하역장에 배관과 장비 모두가 명확이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서로 배합이 되지 않는 물질을 담고 있는 탱크로 공급하는 배관들 사이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원재료 하역장에 혼동스러운 배관이 있거나, 상호배합이 안되는 물질들이 서로 가까운 장소에서 
하역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그 문제점을 여러분의 관리자 그리고 엔지니어에게 알리세요. 

 공급업자 또는 배송회사의 트럭운전사가 당신 공장의 저장탱크로 물질들을 하역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하역시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탱크에 물질들이 하역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세요 

 상호배합 안되는 물질이 탱크로 하역되어 발생한 다른 사고를 다룬 2009년 3월과 2012년 4월 
공정안전회보(www.sache.org에서 가능)를 보세요 

  2016년 10월 21일 2종류의 상호 배합이 안되는 물질, 황산과 차아염소산 
나트륨(표백제)이 미국 캔자스 애치슨에 공장으로 정기적인 배송중에 원재료 
공급업자에 의해 무심코 섞였다. 
  이 화학약품들은 반응했고 주위 지역으로 염소가스운을 배출했다. 
100여명의 사람들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일부 학교들은 대피하였고, 약 
1만 1천명의 주민들이 2시간동안 대피소내에 있어야 했다. 

 다음은 모두 과거에 발생한 염소가스운을 배출한 비슷한 사고들이다. 

• 2013년 5월,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 질산과 인산 혼합물을 낙농가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보관중인 탱크로 공급업자 트럭운전사가 주입  

• 2007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염산이 실수로 차아염소산 나트륨 
탱크로 이송됨. 약 200kg의 염소가 배출되고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마지막으로 이송을 중단시킨 운전원은 염소가스에 노출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음 

• 2002년 8월 영국, 코트브리지- 탱커운전사가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과 
염산을 수영장에 있는 동일한 탱크로 이송함. 30명의 사람들이 
병원치료가 요구됨 

• 199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운전사가 수영장의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보관중인 탱크로 인산을 주입 

• 1985년 벨기에, 웨스트말레- 잔여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담고 있는 탱크로 
염산이 주입됨 

• 1984년 11월 영국, 슬레이스웨이트-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배송을 받기로 
한 공장이 대신 염화 제2철 용액(산성용액)을 받음. 염화 제2철이 
차아염소산 나트륨 탱크로 하역됨 

• 1984년 9월, 영국, 힝클리- 염화 제2철 용액이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담고 
있는 탱크로 하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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