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배관 또는 용기에서 소량의 누출을 발견했을
때, 그 누출은 배관 또는 용기에서 작은 균열 또는

핀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관 또는 용기는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소량의 누출은 부식이나 침식으로

상당히 감육된 배관이나 용기가 완전히 관통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감육이 넓은 부위에 발생했다면, 배관 또는 용기에
대규모 누출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누출 대응노력이 오히려 배관이나

용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공정조건(압력, 온도, 유량)의 상당한 변화가
이러한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후원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작은 누출이 큰 누출 사고로 돌변한다면?

어떤 공정설비에서든 작은 누출을 발견하면
보고하세요. 대규모 피해의 가능성을 살피고,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할 비상대응계획을
확실히 갖추세요.
누출되는 배관 또는 용기에서의

물질특성(연소성, 독성, 부식성 등)과
공정조건(온도, 압력, 유량, 물질의 양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규모 피해의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세요.
작은 누출에 대한 안전한 대응방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플랜트 내 공정 및 물질, 

부식위험, 건설자재, 비상대응 관련
기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신다면 작은 누출이 대규모
누출사고로 이어진 2011년 4월호를 참고하세요.

http://www.aiche.org/CCPS/Publications/Beacon/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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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누출이 커다란 피해를 만듭니다.
2019년 6월호에서 운전원이 가연성 탄화수소 가스를 서비스하는 8인치

(200mm) 배관에서 작은 누출을 발견했던 사고를 다루었습니다. 그 배관은
분리하여 감압하는 동안 갑자기 가연성가스를 배출하며 파손되었으며
(그림1),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정유사의 다른 사고에서는, 운전원이 상압증류탑의 배관에서
누출을 발견하였고, 배관은 고온의 경유를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림2, 
3). 누출에 대응하는 동안, 대량의 고온의 경유가 배출되며(그림4) 배관은
파손되었습니다. 발생한 화재(그림5)로 여섯 명이 다치고, 다른 작업자들
또한 위험에 빠졌으며, 정유 시설은 중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주위
주민 수 천명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으며, 정유사의 중요 공정은 몇 개월
동안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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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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