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를 통한 화학사고예방
Cours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through process management system(PSM)
권혁면

Name
Lecturer

연세대학교/연구교수

Company / Position
E-mail : hmkwon1225@yonsei.ac.kr

기존과목과의 화학사고발생의 전개과정 및 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므로 화학
연계성

공학과 학부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수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대학원 과정에 잇는 학생들은 졸업 후 엔지니어링 회사나 화학공장 현장에 배치 후 여러 가지 안
기대효과

전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부서와 Coordination 업무 수행 시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함으로써 현업 적응력이 높아짐
화학공장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으로서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량
이 많아 화재·폭발과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정인근

Course
의 주민 및 환경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중대산업사고예방의 체계적이고 구체
Description
적인 활동이 공정안전관리이다. 본 과정에서는 공정안전관리의 도입이유 및 효과 그리고 PSM제도
를 구성하는 12가지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Practice by
공전안전관리내용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험성평가 실습
Trainee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Assignment
50%

Qualification

Course
Level

S/W

Remark

Chemical Process Safety Engineering

Final Exam
30%

Total
20%

100%

Course Schedule
Days

Content

Time
1. 공정안전개론
- 공정안전관리의 개념
09:30~12:30
(권혁면)

-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배경 및 효과 등
-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구성
-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1/17
(수)
12:30~13:30

Lunch
2. 공정안전기술자료

13:30~18:30
(권현길/권혁면)

- 공정도면 등 기술자료의 종류
- 기술 자료 별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3. 안전운전계획

09:30~11:30
(권혁면)

-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침서의 종류
- 안전운전 지침서 등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는 지침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

1/18

11:30~12:30
(권혁면)

4. 공정위험성평가 (개론 및 HAZOP)

(목)
12:30~13:30

Lunch
- 위험성평가 수행을 위한 공정도면의 이해

13:30~18:30
(권혁면)

- 위험성평가서의 내용 및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위험성 평가기법 별 평가 수행방법
- HAZOP Study 실습

09:30~10:30
(고영찬)

5.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창의성 개발

6. 비상조치계획
1/19
(금)

10:30~12:30
(권혁면)

-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비상사태의 구분 방안 등 구체적 내용

12:30~13:30
(권혁면)

7. 강의평가 및 exam
-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