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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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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의 목적은 명확해야 합니다. 안전시스템은
작동 시, 비상가동정지(ESD)와 같이 멈추는 동작을
포함하여 설계된 대로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시스템이 여러분의 공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나요?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른 답변이
있나요? 중요한 시스템의 작동에는 오직 하나의
역할만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정제어시스템의 목적은 중요한 안전운전범위 내에서

공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2015년 6월호 참조) 공정이

명시된 조절 범위를 넘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상정지시스템(ESD)을

가동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운전원은 언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비상가동정지를 포함하여 안전시스템은 공정과

장치의 안전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설계, 
프로그램화 그리고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호 참조)

압력해소장치와 같은 안전시스템은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16년 3월호 참조)

안전시스템은 전원, 계기용 공기 또는 기타 유틸리티
고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해 둡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P&ID에 명시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공정의 조정이 불가능할 때 운전원이

공정을 멈추게 허가하거나 심지어는 요구하는

작업중지권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왜

그런 경우가 발생 하는지 관리자나 교육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더 많이 알수록

필요 시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기 직원 또는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시스템을 토의 주제로 정하세요. 만약

사람들이 안전시스템이 상이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안전장치의 공정위험분석(PHA) 또는
변경관리 검토시 여러분이 무엇을 아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허심탄회

하게 임하세요. 한치의 의문도 없어야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www.iomosaic.com

안전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잘못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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