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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학공장의안전운전을위해 SMS(Safety 
Management System)제도에관련된
안전관리요소가현장에서적절히수행되고있는지를

평가하고,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 SMS의각
구성요소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 운용할수
있는통합공정안전정보관리시스템 (Integrated 
Process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구축.



안전정보관리프로그램

사업장이안전관리시스템의각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관리, 운용할수있는도구

사업장의관리적인측면과기술적인측면등
전반적인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의실질적인파악과각요소가
사업장에서적절하고명확하게수행되었는지에
대한평가도구

안전관리시스템관련된자료및운영시스템에
대한전산화와데이터베이스구축



효용

관리자와작업자가공장가동에필요한
공장정보와문서를통합, 공유하여일관성
있게관리

공정안전정보, 유지보수정보, tag 중심의
문서관리, 공장기기정보관리가용이

안전관리규정에적합한안전관리

보다효율적인공장운전

휴지시간감소로인한경제적이익



IPSIMS(통합공정안전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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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현장에서더욱쉽고확실한안정성평가를
하기위한안전관리프로그램의연구와개발

현장에서작업자가쉽게사용할수있는
한글화된프로그램

 안전정보의공유, 저장, 통합, 일관성
보고서서식에적당한출력보고서작성

공정흐름도와연계된안전정보관리

관리자와작업자가같이사용할수있는
네트웍화된프로그램



SMSAssistant



SMS 도우미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SMS)의각구성
요소를체계적으로관리, 운용할수
있는안전정보관리프로그램

안전성향샹계획서작성도우미



Process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정정

문문화/ 정보 관리
 지수화 
 문문이정  
 문문 검색/열람    
 유지/안전  정보  
 Data Sheet 이용  

Utility

Air Plant

M

Data

Name
Title

Check

공공  정보
 Data Sheet
 P&IDs
 기기  

안전정보관리
 HAZOP
 SMS, PMS
 비상조치
 안전교육  
 문류열람  
 변경관리  

작업작  관리
 공공  Programs
 TO DO
 책임   
 감사  

Work Flow
 작업지시  
 안전정보  
 변경관리  
 감사  

유지보수정보 관리
 작업문/구매문  작성  
 부품관리  
 작업이정  
 유지보수계획   
 안전정보  
 교육  

PSIMS



특징

 SMS의통합, 규격화
자료의저장과검색이가능한전산
프로그램

현재시행중인국내규정에서요구하는
구성요소에대하여항목별내용을
입력하여저장

구성요소간의유기적연계

규격화된보고서자동작성

사용자설명서제공



기대효과

인력및시간절약에따른경제적이득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체계적자료관리

사업장에분산되어있는자료의통합관리

최신정보의원활한활용

장치사양, 물질사양, 사고데이터의일관성
및공유

공정변경관리, 인력관리가용이
작업자와관리자간의의사전달이명확



안전관리시스템구성요소

 경영방침

 안전관리조직

 안전에관한정보기술

 가스시설의위험성평가

 변경관리

 공정및장치의완전성

 인적요소

 교육훈련

 사고조사

 비상조치및대책

 기준규정및코드

 안전감사



SMS 도우미의 주요메뉴

 File, View
 SMS 규정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도움말



공정안전자료메뉴

공정목록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유틸리티계통도, 유틸리티배관계장도

제조, 저장할물질의물성및사용량
물질안전성자료(MSDS)
공정설비-동력기계목록, 장치및
설비사양,안전밸브및파열판사양등



안전성평가메뉴

체크리스트법

• -점검내용
• -보완시이행계획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
• -안전성평가결과조치계획서
• -검토구간 Node List
• -이탈 Matrix
• - HAZOP 검토결과기록지



안전운전계획메뉴

안전운전지침

점검, 보수, 유지관리
안전작업허가관리

협력업체안전관리

종사자교육

가동전점검

변경요소관리계획

자체감사

사고조사



메뉴 BUTTON



메뉴 BUTTON



보고서작성



Version 1.5

복수개의 Data Set 지원
 Local Area Network 상에서 Multi 

User 지원 (원거리서버에대한접속, 
사용, 보안해결은 Version 2.0에추가
예정)

작업간의관련부분 Link를보강하여
불필요한입력을최소화

검색 Data 처리알고리즘최적화



앞으로할일

공정흐름도(P&ID)와연계된정보처리
서버-클라이언트시스템구성
 Work history, purchase order 등
추가로유지정보시스템강화

 Customized 보고서작성기능
프로그램의효율성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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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Assistant -공정개요



SMSAssistant -공정설비



SMSAssistant -점검보수유지관리



SMSAssistant -변경요소관리



SMSAssistant -종사자정보



SMSAssistant - HAZOP



SMSAssistant -체크리스트법



SMSAssistant -물질안전자료



SMSAssistant -물질안전자료



SMSAssistant -물질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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