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안전/방재 관리시스템

Course

Lecturer

Name

윤춘석

Company / Position

한화토탈 고문

E-mail : solar1@prumail.co.kr
기존과목과의
연계성

공정안전설계, 공정안전관리 분야와 연계성이 있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그 Quality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에 따라 서
로 달라질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의 일관성을 위해 제도적·시스템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시스템(사고예방 차원의 안전문화와 관리시스템)과

기대효과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시스템(방어적 차원의 비상조치계획과 시나리오 발굴)로
나눌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QRA로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 교육 · 훈련이 필수적이다.
본 강좌는 강사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팀티칭 강사인 프랑스
Total社의 안전전문가를 통해 삼성토탈의 안전관리능력 향상 과정을 살펴봄은 물론, 해당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의 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와 관리시스템
- 안전문화와 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
- 문제점 및 향상방안 Study(사고사례 공유 원인파악 실습)
2.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방안
- 해외선진사의 B/M결과 및 안전진단의 필요성
-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평가)방법 및 결과
3. 정량위험성평가(QRA) 및 그 결과의 적용사례

Course
Description

- QRA 결과 공유
4. 화학공장의 증기운폭발(VCE) Study 예방시스템 적용사례(VEMIS 소개)
5.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
- 시나리오 발굴과 대응전략 수립(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의 발굴 실습)
6. 삼성토탈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 과정 공유
-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과 관리시스템(TPM포함)
- 회사의 변천사와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

Practice by
Trainee
Textbook,
Reference

별도 교재
Attendance

Evaluation

Qualification
Course
Level

Assignment
50%

Final Exam
30%

Total
20%

화학공정 설계, 환경·안전·보건 관리, 공정 운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환경·안전·보건 컨설팅 분야 유경험자 (전공무관)
공정안전설계, 공정위험분석, 환경·안전·보건 관리, 환경·안전·보건 컨설팅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의 5년 이상 유경험자.

100%

Course Schedule
Date

Contents

Time

1.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와 관리시스템
09:30~12:30
(윤춘석)

- 안전문화와 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
- 구성요소 別 현장적용 최적방안과
- 문제점 및 향상방안 Study(사고사례의 공유)

9/10
(월)

12:30~13:30

Lunch
2.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방안

13:30~18:30
(윤춘석)

- 해외선진社의 Benchmark와 안전진단의 필요성
-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평가) 방법 및 결과
- 실습(향상계획 수립)

09:30~12:30
(윤춘석)

9/11

12:30~13:30

3. 정량위험성평가 및 그 결과의 적용사례
(QRA and Field Application)

Lunch

(화)
13:30~18:30
(윤춘석)

4. 증기운폭발(Vapor cloud explosion) 예방조치
- Vapor cloud Explosion Mitigation by Inhibition System(VEMIS)
- Q&A
5.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

09:30~10:30
(윤춘석)

- 시나리오 발굴과 대응전략 수립
- 실습(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의 발굴)
6. 삼성토탈의 안전관리시스템 향상과정

9/12
(수)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 및 관리시스템(TPM 포함)
10:30~12:30
(윤춘석)

- 외자유치에 기여한 우수한 안전관리시스템
- 회사의 변천사와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

12:30~13:30
(윤춘석)

7. 강의평가 및 exam
-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