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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자들은 주요 공정안전사고에서 사전경고 및
아차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것들이
보고되고, 조사되고, 조사의 발견사항을 실행되었다면, 
사고는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각한 사고보다 파손이 중대하지 않고
부상이 없는 아차사고로부터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누구도 아차사고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아차사고는
조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차사고를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차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공정운전은 여러분 공정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공정안전 변수를 정해진
안전운전 한계 내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를 아차사고로 여겨야 합니다.
안전장치 또는 예비장치의 성공적인 작동도
아차사고로 여겨져야 합니다. 만약 안전 또는
예비장치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http://www.aiche.org/CCPS/Publications/Beacon/index.aspx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여러분의 공장은 아차사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누군가 듣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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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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사고의 보고와 조사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였습니다(그림1, 
2). 챌린저호는 파괴되었고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고체연료 로켓추진기
결합부의 고온가스 누출이었습니다. 고온가스가
수소연료탱크에 영향을 주어 폭발 및 파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체연료 로켓추진기 접합부의 연결부위는 1차 및 2차
“O링”으로 씰링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개 씰링은 발사일의
낮은 기온으로 밀봉에 실패하였습니다. 과거의 몇 차례
발사에서 1차 씰링이 실패한적이 있으나, 2차 씰링이
성공적으로 고체연료 로켓을 보전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사례는 조사가 필요한 심각한 아차사고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차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실패는 공정산업의 사고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998년 4월 8일 뉴저지의 한
공장에서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7.6 m3의 회분식 반응기의
폭주반응 사고입니다(3). 폭발 및 화재(4)로 9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원은
기존 절차서와 이용 가능한 냉각방법으로 회분공정의 온도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6차례의 앞선 회분공정에서, 
운전원들은 규정된 최고온도 아래로 조절할 수 없었으나, 
폭주반응이 발생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차사고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www.iomosaic.com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장의 사고와 아차사고의 보고 및
조사 시스템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공장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경영진에 이
시스템을 제안하세요.
안전 운전범위 내에서 제어의 실패와 안전
또는 예비 시스템의 작동을 포함하여, 여러분
공정의 모든 아차사고를 보고하세요
감독관들, 관리자들 그리고 기술 부서직원이
아차사고 사례를 교대로그, 계기기록 또는
다른 공정자료를 통해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공장은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차사고를 알았다면, 관리자가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것이 아차사고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하세요. 또한, 아차사고를 밝히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나쁘게 진행 되었는지” 
에 대해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장의
아차사고와 사고들의 조사참여에 지원하세요.

고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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