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사

 여러분의 공장에서 정상운전과 비상대응시스템에서 동시에 다수의 시스템(특히 주시스템과 그
예비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공통원인 고장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비상대응훈련 참여했을 때, 비상상황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수립된 비상조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거나, 요구되는 비상대응 장비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공통원인 고장을 찾아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밤중에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만 하는데, 정전 때문에 제대로 전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도 육안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요?

 안전시스템과 예비안전장치를 자세히 살피고, 잠재적인 공통원인 고장들을 검토하세요. 특히, 주시스템과
보조시스템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거나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다면, 주/보조 시스템 둘 다를 불능하게 하는
화재, 홍수 또는 다른 주요 사건의 잠재성을 고려하세요

 공통원인 우려사항을 여러분의 경영진과 기술부서에 보고하세요. 그래서 공통원인 고장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제거하는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엇을할수있을까요?

http://www.aiche.org/CCPS/Publications/Beacon/index.aspx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정상운전과 비상대응시의 공통원인 고장을 찾아 보세요!

www.aiche.org/ccps

2018년 12월공통원인고장

www.iomosaic.com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275,000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입니다. 2017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일년 중 가장 바쁜 여행시기에 화재로 공항의 주전원 공급과
예비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11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공항에 있었고, 전임 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상의 비행기 또는 우회중인
비행기에 갇혀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1천개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며, 미국전역의 운항일정이 지장을 받았고, 한
항공사는 5천만 달러의 손해를 발표했습니다. 

공항 유틸리티시설 터널의 전기스위치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전기회사로부터 두 곳의 변전소에서 각각 분리된 전원공급을 받고 있었으나, 
두개의 전원공급을 위한 케이블이 고장난 스위치 근처의 유틸리티시설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주전원과 대체전원 공급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공통원인 고장”이라 부르는데, 즉, 하나의 사건(“공통원인”, 위의 경우
스위치의 화재)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장치들 또는 시스템의 고장(공항의
주전원의 공급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통원인 고장은 공정플랜트의 정상운전과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에 고온발생시 운전정지를 하는 두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기술자에 의해 같은 절차로 동시에 교정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기술자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않았고, 두개의 센서를 부적절하게 교정을 하여, 
둘다 부정확한 온도측정값을 지시합니다.

1984년 파이퍼 알파 북해의 석유생산 플랫폼에서, 잠수부들이 플랫폼 근처
바다에 있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소방펌프가 “수동조작”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가스누출이 점화되었고, 화재가 시작되고, 화재는 소방펌프
작동을 위한 스위치에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화재는 소방용수를
필요하게 하고, 또한 소방펌프 스위치의 접근을 막게 한 공통원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다른 위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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