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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요 약 문

□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통해 지휘체계, 방제기

술, 환경피해 평가, 정화  복원 등 반 인 국가 해양유류오염 응체제 

문제가 부각

□ 국가  응체계 개선을 해서는 이 선체 의무화, 방제계획 정비 등 법

률  제도 인 개선과 동시에 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장기 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부 부처  련 기 을 심으로 제기

□ 본 기획연구는 국내 해양 유류오염 분야의 역량강화를 해 기본 인 유

류 련 정보에서부터 문 인 분야를 망라한 분야의 총 인 안내서  

지침서를 발간할 목 으로 시작

□ 국내외 가용한 지침서를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 응, 평가·모니

터링, 복구·복원, 보상청구 분야로 나 어 각각의 지침서에 한 내용을 부

록으로 소개 

□ 지침서 분야를 나눠 산학연 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 작성의 우선순

  집필기 을 선정하 으며 장기 인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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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목적 및 필요성

□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통해 지휘체계, 방제기

술, 유류오염 평가, 환경복원 등 반 인 국가 해양유류오염 응체제 문

제가 부각

□ 100만명 이상의 자원 사자가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등 국가 인 심이 

고조되었으나, 훈련된 문인력  문자료의 부족으로 각종 미디어가 이

슈를 주도, 오도된 정보가 범람

□ 방제작업자를 한 실무지침, 피해당사자를 한 보상청구, 환경피해 평

가를 한 문연구 등 련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의 개정, 

출간에 한 요구가 증

□ 본 기획연구는 국내 해양 유류오염 분야의 역량강화를 해 기본 인 유

류 련 정보에서부터 문 인 분야를 망라한 분야의 총 인 안내서  

지침서를 발간할 목 으로 시작

□ 기획연구 결과 장기 인 실행계획과 산학연 력을 바탕으로 실질 이

고 효율 인 지침서 발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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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개발 동향 분석 

1. 국내 연구동향 분석

○ 국내에서 가용한 유류오염 련 지침서는 제한 이며, 해양경찰청, 환경

부(구, 환경처), 해양환경 리공단, 수 앙회 등에서 주로 발간(표 1).

- 해양경찰청에서 가용한 지침서 자료는 주로 방제 분야의 핸드북  기

술서와 사례집이며, 유류오염 련한 자료들은 부분 국가긴 계획  

지역별 긴 계획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해안오염평가 련한 캐

나다의 SCAT (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chnic) 매뉴얼을 국내실

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음.

- 환경부(구 환경처)에서도 해양경찰청으로 업무가 이 되기  유처리제 

련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음.

- 해양환경 리공단에서는 국제유조선선주연맹(ITOPF)의 ‘Response to 

Marine Oil Spill (해상 기름 유출 응)’ 책자를 번역한 지침서를 발간

- 수 앙회는 어업피해 보상과 련한 지침서를 1995년 발간한 바 있

으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직후인 2007년 12월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발간함.

○ 일반 으로 유류오염 사고 책은 비, 응, 모니터링  평가, 복구 

 복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가용한 부분의 지침서는 주로 

응  보상청구 분야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가용자원이 부족한 

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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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 제  목 형태 발행연도 페이지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 핸드북 핸드북 2004 127

해양오염 방제사례집 사례집 2004 190

해양오염 방제기술서 지침서 1997 233

환경부

(구 환경처)
유처리제 이론과 사용요령 지침서 1994 61

해양환경

리공단

해상 기름 유출 응

(ITOPF )

지침서

(번역본)
1998 128

수 앙회

유류오염 피해조사지침(안) 지침서 1995 188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액 산정

과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는가?

핸드북 2007 60

표 1. 유류오염 련 국내 가용 지침서



- 4 -

국어사 사

Guide

지침, 규 (規準), 입

문서, 도표(道標), 이

정표, 안내서, 편람, 

여행안내

A book that gives you information 

or instructions to help you do or 

understand something.

Something that can be used to 

help you plan your actions or to 

form an opinion about something.

유의어: handbook, manual, 

guidebook, instructions, catalogue

Handbook

(직업 교육용 등

의) 안내서, 입문

서,

(특수 분야의) 참

고서, 편람, 교본

문서, 논문집

Handbook is a book that gives you 

advice and instructions about a 

particular subject, tool, or machine.

유의어: guidebook, guide, manual, 

instruction book

표 2. 국외사례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침서 련 용어의 사  정의 

2. 국외 연구동향 분석

□ 용어정리

○ 국외에서 지침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로는 Guide, 

Handbook, Manual, Job Aid가 있으며, 이들 용어들의 사 인 의미를 

우선 으로 확인함(표 2).

○ Guide, Handbook, Manual은 유의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Job Aid

의 경우 장에서 실무자가 실무에 바로 참조할 수 있는 형태의 지침서

로 정의.

○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외사례에서는 Guide 40종, Handbook 2종, 

Manual 5종, Job Aid 4종으로 Guide로 명명된 지침서가 다수를 차지

하며, ITOPF에서 출간된 자료들의 경우 기술논문(technical paper)의 형

태이지만 유사한 목   내용으로 구성되어 지침서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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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소책자, 취 설명

서, 편람, 안내서, 

입문서, 지도서

(군사) 교범

A book which tells you how to do 

something or how a piece of 

machinery works.

유의어: handbook, guide, 

instruction, bible

Job Aid 직무지원 매뉴얼

A repository for information, 

processes, or perspectives that 

support work and activities by 

directing, guiding, and enlightening 

performance. Job aids are often 

printed or visual summaries of key 

points or steps essential to the 

performance of a task.

A job-based reference tool that 

helps staff perform a task.

any device (whether in written, 

mechanical, electronic, or other 

form) that can be used by a 

worker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a job or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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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사례연구

○ 미국은 주로 NOAA의 OR&R(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을 

심으로 유류오염 응 분야의 다양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있으며,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도 방제분야를 심으로 지침서를 발

간함.

- NOAA 지침서의 경우 부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며, 

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Job Aid부터 많은 분량의 매뉴얼까지 다

양한 형태임.

- API에서 발간된 지침서는 일부 방제방법, 즉 유분산처리제 사용이나, 

장소각 등 분야에 해서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책자는 유료 서비스임.

- 본 연구에서는 NOAA의 지침서 11종  API의 지침서 5종에 해서 

소개함.

○ 랑스에서는 주로 CEDRE(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를 심으로 유류오염 

응 분야의 다양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있으며, 일반인  고생을 상

으로 한 유류오염 개론서인 Oil in the Sea: Black Tides를 발간한 바 있

음.

- CEDRE에서 발간한 6종의 지침서는 항공감시에서 생태계 모니터링까지

를 포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함.

- CEDRE의 최근 발간물  가장 독창 이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

반인을 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유류오염에 한 반 인 내용을 폭

넓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환경청(Environment Canada)를 심으로 유류오염 응 

분야의 수종의 지침서가 발간되어 있으며, 해양경찰(Coast Guard)에서도 

방제작업 안 지침을 발간한 바 있음.

- 캐나다 환경청에서는 주로 해안방제 작업과 련한 유징분포조사

(shoreline assessment), 방제종료, 그리고 캐나다 극지 련 해안방제 지

침에 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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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해양경찰에서는 방제작업자의 장 안 리에 한 지침서를 

발간함.

○ 호주에서는 AMSA(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에서 발간한 

유류오염 모니터링 련 지침서가 이용가능함.

□ 국제기구, 국제 회

○ 국제기구는 독자 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포럼, 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각국 문가들의 연구 분야를 악하고 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 해양 유류오염 련 비 리 국제기구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국제유류오염보상기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UNEP 세계보 모니터

링센터(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세계은행 련

부서(World Bank Oil, Gas, Mining, and Chemicals) 등이 있음 

○ 유류의 생산, 수송과 계된 산업체들도 기구를 조성하여 유류오염사고 

지원업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

- 국제  규모로는 국제석유산업 환경보 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국제석유

가스생산자 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OGP), 국제개별유조선선주 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INTERTANKO), 국제석유회사 해양포럼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OCIMF), 국제유조선선주 

오염연맹(International Tank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등이 있음

- 지역, 국가 단 로는 유럽석유가스 신포럼(European Oil and Gas 

Innovation Forum, EUROGIF), 미국석유기구(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등 다양한 기구가 활동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석유산업 환경보 회(IPIECA)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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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류오염 응을 한 민감도 작성, 훈련 등에 한 2종의 지침서를 

발간

○ IPIECA에서는 유류오염 워킹그룹을 별도로 운 하며,  세계 문가

들이 참여하여 방제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회의를 통해 

유류오염에 한 효과 인 응책  연구개발 상 기술을 선별하는 

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까지 유류오염의 생물학  향, 해양 유류오염 비 응, 해양환

경 편익  험분석 분야에서 16 여권의 지침서를 출간

○ 국제유조선선주 오염연맹(ITOPF)에서는 직 인 연구개발보다는 방제

장 지원, 방제지침 발간  사고보상을 한 피해 평가에 집 인 활

동을 수행

- 유류사고 DB를 구축하여 장기 경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사고 

련 교육훈련, 자문  정보 제공 역할 수행. 유류오염 방제 련 5편

의 기술자료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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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점 추진과제 도출

□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 국내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침서 작성을 유류오염 비, 응, 

평가․모니터링, 복구․복원, 보상청구 분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기존 연구를 정리(표 4)

○ 세분화된 분야별로 선정된 22개 항목에 해 국내연구를 평가하고 국내

문가의 의견을 청취

□ 국내 문가 의견 반

○ 세분화된 분야별로 선정된 22개 항목에 해 국내연구를 평가하고 국내

문가의 의견을 청취. 유류오염 련 문가 8인 (정부당국 1인, 학계 2

인, 방제당국 2인, 피해감정업계 1인, 연구기  2인)에게 지침서의 우선순

 선정, 내용선정, 발간주체, 근방법 등에 한 자문을 구함(표 5).

○ 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제별 발간주체, 지침서의 내용 등을 선정

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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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외동향 국내유무 비고

비

국가긴 계획 작성지침 x IPIECA

환경민감도 작성지침 x IMO

단계  비․ 응 지침 x IPIECA

오염 비 방제훈련 계획 지침 x IMO

응

해안별 방제 장지침 △ NOAA, EC, IPIECA

유처리제 사용지침 △ API, IPIECA, ITOPF

유처리제 용 측 지침 x NOAA

항공 측 지침 x
NOAA, CEDRE, 
ITOPF

Oil Trajectory 분석지침 x NOAA

과학지원  활용을 한 
장지휘 (OSC) 지침

x NOAA

장소각 지침 x  API

폐기물 처리지침 x CEDRE, IPIECA

평가, 
모니터링

장작업자 안 지침 x  CCG

해안오염 평가지침 x  NOAA, CEDRE, 
EC, ITOPF

능검사  해성 평가지침 x NOAA

유류오염 모니터링 지침 x AMSA, CEDRE

방제 종료시  평가지침 x EC

해양환경내 유출유 거동  x API, ITOPF

다양한 해양생태계에 한 
유류오염의 생물학  향

x IPIECA 시리즈

수산업에 한 유류오염 향 x ITOPF

OMA(oil-mineral aggregates) 
형성 평가지침

x EC

복구, 복원 x x 련지침 없음

보상청구 보상청구 지침 ○ IPIECA

표 4. 해양 유류오염 련 지침서의 국․내외 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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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침서 항목 우선
순

추천 문가
(집필기 )

비

국가긴 계획 작성지침 3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리공단

환경민감도 작성지침 3

단계  비․ 응 지침 3

오염 비 방제훈련 계획 지침 3

응

해안별 방제 장지침 3

유처리제 사용지침 2

유처리제 용 측 지침 2

항공 측 지침 2

Oil Trajectory 분석지침 2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연구원

과학지원  활용을 한 
장지휘 (OSC) 지침 2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리공단

장소각 지침 2
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침 2

평가, 
모니터링

장작업자 안 지침 3 해양경찰청

해안오염 평가지침 1

한국해양연구원능검사  해성 평가지침 2

유류오염 모니터링 지침 1

방제 종료시  평가지침 2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리공단

해양환경내 유출유 거동 2 한국해양연구원

다양한 해양생태계에 한 
유류오염의 생물학  향 2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업에 한 유류오염 향 2 국립수산과학원

OMA(oil-mineral aggregates) 
형성 평가지침 3 한국해양연구원

복구, 
복원 x 

보상청구 보상청구 지침 3 한국해양연구원

표 5. 지침서 작성을 한 분야별 우선순   추천 문가(집필기 ) 선정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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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소요자원 ( 산, 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 외국 지침서 

번역 
1 1 1 - - - - 3

국내 지침서 작성 - - 1 1 1 1 1 1 1 1 8

계 1 1 2 1 1 1 1 1 1 1 11

(단  : 억원)

□ 기 효과  활용방안

○ 산학연 력을 바탕으로 실질 이고 효율 인 지침서 발간을 지원

○ 방제작업자를 한 실무지침, 피해당사자를 한 보상청구, 환경피해 평

가를 한 문연구 등 련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제공

○ 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화된 유류오염 지침서 작성을 통해, 

유류오염에 한 경각심 고취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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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외 지침서 상세 분석

□ 미국 

제목: Shoreline Assessment Job Aid

국가: 미국 기 명:

Emergency Response Division(ERD), 

Office of Response & Restoration(ORR),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형태: Job Aid 출간년도: 2007.08 페이지수: 3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표 화된 해안유류오염 평가를 수행하기 한 장 업무 보조자료로 

아래의 내용들에 해 사진  그림을 심으로 기술 

1. 해안선 로 일, 2. 해안 표층 유류오염 - 공간  범

3. 해안 표층 유류오염 - 두께, 4. 해안 표층 유류오염 - 잔존유 형태

5. 해안 표층 하 유류오염 - 오염 형태, 6. 퇴 물 형태, 

7. 환경민감도에 따른 해안선의 형태, 8.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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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ispersant Application Observer Job Aid

국가: 미국 기 명:

Emergency Response Division(ERD), 

Office of Response & Restoration(ORR),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형태: Job Aid 출간년도: 미상 페이지수: 3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유처리제 사용에 따른 유류의 유화여부와 특성을 항공 측하고 이 정보

를 의사결정권자(decision-makers)에게 보고하기 한 장 업무 보조자

료로 아래의 내용을 심으로 기술

1. 유처리제 사용 랫폼

2. 실제 유류오염 사고와 실험시 측된 사진 자료

3. 민감 해양생물들

4. 유처리제 장 용 측 보고양식



- 19 -

제목: Open Water Oil Identification Job Aid for aerial observation

국가: 미국 기 명:

Emergency Response Division(ERD), 

Office of Response & Restoration(ORR),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형태: Job Aid 출간년도: 2007.11 페이지수: 5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표 화된 용어  코드를 이용한 일 성있고 효율 인 항공 유류오염 

측자료 생산을 한 장 업무 보조자료로 아래의 내용들에 해 사진 

 그림을 심으로 기술 

1. 표 화된 유류오염 측 용어

2. 해상 유류오염: 색상  측 양상

3. 유막(oil slick)의 구조/분포 형태

4. False positives

5. 방제작업 효율성

6. 기타 항공 측을 한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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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aracteristics of Response Starategies: A guide for spill response 

planning in marine environments

국가: 미국
참여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Coast Guar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1.06 페이지수: 8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방제방법과 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계(trade-off) 결정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방제의 효율성은 극 화하고 환경 향은 

최소화하기 한 목 으로 방제 방법을 심으로 기술함.  본 가이드는 

이 에 출간된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marine oil spill 

response"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1. 방제방법 선택 략

2. 다양한 방제방법

 - 자연 인 회복, 유처리제 사용, 고온고압 살수 등 다양한 방제방법의 

선정에 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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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aracteristic Coastal Habitats: Choosing Spill Response 

Alternatives

국가: 미국 기 명: 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 NOA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0.11 페이지수: 8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방제방법과 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계(trade-off) 결정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방제의 효율성은 극 화하고 환경 향은 

최소화하기 한 목 으로 북미 해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해안선의 물리

, 생물학  특성을 심으로 기술함.  본 가이드는 이 에 출간된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marine oil spill response"와 같이 사

용할 목 으로 출간됨.

1. 조간  지역(16개 해안선 종류)

2. 조하  지역(5개 생태계)

3. 극지

4.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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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n FOSC's guide to NOAA Scientific Support

국가: 미국 기 명: Emergency Response Division, NOA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7.02 페이지수: 6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가긴 계획(National Oil and Hazardous Substances Pollution 

Contingency Plan, NCP)에 명시된 NOAA 과학지원 (Scientific Support 

Team, SST)의 구성, 임무 등에 한 연방 장조정 (Federal On-Scene 

Coordinator, FOSC)을 한 안내서

1. 과학지원조정 (Scientific Support Coordinator)

2. NOAA가 제공하는 과학 인 지원 서비스

3. 지역별 담당자 정보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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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n FOSC's guide to NOAA Scientific Support

국가: 미국 기 명: Emergency Response Division, NOAA

형태: Guide(소책자) 출간년도: 2007.02 페이지수: 3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가긴 계획(National Oil and Hazardous Substances Pollution 

Contingency Plan, NCP)에 명시된 NOAA 과학지원 (Scientific Support 

Team, SST)의 구성, 임무 등에 한 연방 장조정 (Federal On-Scene 

Coordinator, FOSC)을 한 안내서

1. 과학지원조정 (Scientific Support Coordinator)

2. NOAA가 제공하는 과학 인 지원 서비스

3. 지역별 담당자 정보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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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uidance on Sensory Testing and Monitoring of Seafood for 

Presence of Petroleum Taint Following an Oil Spill

NOAA Technical Memorandum NOS OR&R 9

국가: 미국 기 명: 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 NOA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1.08 페이지수: 121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정부기   유 기 에서 유류사고에 노출된 수산물의 능검사를  

과학 이고 법 으로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수행하기 한 과학 인 지

침서

1. 능검사를 한 수산물 채취  보

2. 능검사 방법과 검사자 선정

3. 능검사 검사자의 선정, 훈련, 검정

4. 수산물 능검사를 한 설비

5. 실험실내 시료의 처리, 비,  보

6. 능검사 로토콜

7. 시험결과 취합, 분석  정책 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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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naging Seafood Safety after an Oil Spill

국가: 미국 기 명: 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 NOA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2.11 페이지수: 7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사고 후 수산물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시 한 의사결정 문

제들, 즉, 사고지역 수산물 조업 단 여부, 조업재개의 기 , 수산물 안

정성 평가 방법, 수산물 인체 해성의   방식 등에 한 반

인 가이드

1. 수산물의 유류오염 노출 평가

2. 수산물 오염 모니터링

3. 수산물 인체 해성 평가

4. Risk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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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rajectory Analysis Handbook

국가: 미국 기 명: Office of Response and Restoration, NOAA

형태: Job Aid 출간년도: 2002.01 페이지수: 4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출유의 이동방향에 한 정보는 정책결정권자가 민감자원 보호와 방

제작업 종류 선택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 임. 본 가이드는 해양

환경에서 유출유의 이동에 향을 미치는 물리 인 과정에 한 소개와 

궤 분석(trajectory analysis) 시 잠재 인 불확실성에 해 설명함.

1. 유출유의 환경내 거동

2. 유출유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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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horeline Countermeasures Manual(Template)

국가: 미국 기 명: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 Assessment 

Division, NOAA

형태: Manual 출간년도: 1992.12 페이지수: 95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지역방제 (Regional Response Team), 지역계획 원회(Area Planning 

Committees), 주방제기 (State Response Agency)를 한 해안방제 계획 

 방제방법 템 릿으로 각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용

1. 의사결정 조직

2. 해안선 종류와 민감자원

3. 해안 유류오염 평가 우선순

4. 유종  해안선 종류에 따른 응방식

5. 지역방제 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방제작업

6. 지역방제 의 허가가 필요한 방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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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ffects of Oil and Chemically Dispersed Oil in the Environment

국가: 미국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1.05 페이지수: 63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출유와 유처리제로 분산된 유출유의 해양환경 향에 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방제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된 소책자

   

1. 오염원과 환경피해

2. 독성  환경노출

3. 기름과 화학 으로 분산된 기름의 향

4. Tradeoff 분석  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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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Decision-Maker's Guide to Dispersants

 - A review of the theory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국가: 미국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9.03 페이지수: 5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분산처리제의 작용원리, 안 성, 필요성, 사용조건, 운용상의 주요 문

제 들에 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방제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된 소책자

     

1. 유류 화학 개론

2. 화학 유분산처리제

3. 화학  유분산처리제 사용과 련된 주요 운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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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te of Spilled Oil in Marine Waters

국가: 미국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9.03 페이지수: 57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출유의 환경내 거동  향과 유분산처리제를 사용했을 때 유출유

의 거동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방제 담당자

에게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된 소책자

     

1. 유류 화학 개론

2. 환경내 거동  이송

3. 유분산처리제 사용시 유출유의 거동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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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n-Situ Burning: the fate of burned oil

국가: 미국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4.04 페이지수: 5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방제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장 소각에 한 일반인과 방제 담당자의 

인식부족에서 생기는 사용상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해상, 육상 소각시 소

각 잔류물의 거동 등에 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방제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된 소책자 시리즈의 첫번째

     

1. 유류 화학 개론

2. 해상 소각 잔류물

3. 육상 소각 잔류물

4. ISB 사례연구

5. 기질 련 문제- 기  소각 잔류물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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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n-Situ Burning: A Decision-Maker's Guide to In-Situ Burning

국가: 미국 기 명: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5.04 페이지수: 76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방제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장 소각에 한 일반인과 방제 담당자의 

인식부족에서 생기는 사용상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장 소각시 운용상의 

주요 이슈 등에 한 정확하고 요약된 정보를 방제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된 소책자 시리즈의 두 번째 

     

1. 유류 화학 개론

2. 장 소각

3. 장 소각 용 시기

4. 장 소각 용상의 주요 이슈

5. 장 소각시 건강  안  고려사항

6. 장 소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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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제목:  Aerial Observation of Oil Pollution at Sea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6.10 페이지수: 6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Cedre의 주요 업무는 연구나 실험의 결과 혹은 발생한 사고의 경험에

서 나온 결과를 활용한 운용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본 지침서는 해상 

유출유의 거동을 항공 측하기 한 표 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1. 다양한 종류의 탄화수소

2. 해상 유출유의 거동

3. 기름 슬릭의 외형  측양상, 부유

4. 유류유출 측 방법 

5. 정찰 보고 양식



- 34 -

제목:
 Using dispersant to trest oil slicks at Sea

 Airborne and shopborne treatment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Manual 출간년도: 2005.12 페이지수: 56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Cedre의 주요 업무  하나는 연구나 실험의 결과 혹은 발생한 사고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를 보 하는 것으로 본 지침서는 해상에서 유분산처

리제를 이용한 방제의 표 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1. 유류오염 비 - 방제실행계획

2. 장 평가

3. 유분산처리제 사용

4. 모니터링  효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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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cological Monitoring of Accidental Water Pollution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1 페이지수: 3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생태계 모니터링을 결정, 리하는 주체, 수행자, 목표, 산확보 방안 

 조건, 연구의 한계 등의 의문에 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모니

터링 계획과 실행에 실질 인 도움을  목 으로 출간됨.

     

1. 응 상황 처

2. 모니터링 로그램 설계

3. 생태 모니터링의 주요 구성요소

4. 민감자원

5. 수산자원의 이용

6. 결과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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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sponse to Small-scale Pollution in Ports and Harbours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7.01 페이지수: 49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항구, 항만, 마리나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오염사고에 합한 방제방

법  장비들의 선정에 도움을 주기 한 목 으로 출간됨.

     

1. 항구, 항만 내 소규모 오염사고의 특징

2. 빈번한 사고 유형, 특성  험

3. 해상 방제방법

4. 가용한 방제장비

5. 가장 흔한 사고유형과 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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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urveying Sites Polluted by Oil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6.03 페이지수: 4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해안유류오염 평가는 유류오염 사고에 처하기 해 필수 인 과정으

로 유류오염의 정도를 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제의 우선순 를 결

정과 방제방법과 장비 등의 운용에도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함. 본 가이드

는 해안유류오염 평가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지침을 제공하기 

해 출간됨.

     

1. 조사계획 시 고려할 사항

2. 조사  비해야 할 사항

3. 조사  수행해야 할 사항



- 38 -

제목:  Oil Spill Waste Management

국가: 랑스 기 명: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on Accidental Water Pollution 

(CEDRE)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4.02 페이지수: 6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해안 방제작업 시 필연 으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의 

리  최종 처리, 그리고 복원에 이르는 과정은 방제과정에 버 가는 

요성을 지님. 응 상황에서 장 담당자가 폐기물을 리하기 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됨.

     

1. 폐기물의 종류

2. 수집  운송

3. 장방법(일차, 간, 최종)

4. 처리방법

5. 복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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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제목:  Oil Spill Monitoring Handbook

국가: 호주 기 명: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

형태: Handbook 출간년도: 2003 페이지수: 115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해양 유류오염사고를 모니터링 가이드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출간

됨. 주로 유류오염 모니터링에 을 맞추었지만 유해물질 오염에도 

용이 가능함. 

     

1. 모니터링 로그램 디자인  실행

2. 해양환경 모니터링

3. 해안 모니터링

4. 일반 인 조사방법

5. 야외조사 안 조치 사항

6. 자료의 질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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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제목:  Field Guide for the Protection and Cleanup of Oiled Shorelines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8 페이지수: 201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사고 응과정 에 한 해안선 보호 방제 략  기법을 

선정하는데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해 제작. 도 지역 사고에 해 방

제작업 과 계획 이 장에서 이용. 

     

1. 해안선 보호와 방제를 한 의사결정 과정

2. 해안선 보호 략

3. 9가지 해안선에 한 응 옵션

4. 해안 방제 기법

5. 특수한 해안환경에 한 방제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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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Oil-Mineral Aggregates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0.05 페이지수: 4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지역의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입자 결합체

(oil-mineral aggregate, OMA)의 형성을 확인하기 한 방법을 기술. 

OMA 형성정보에 한 본 가이드는 유출유의 거동  방제 작업을 선정

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목 으로 발간.

     

1. 특정 해안 지역에서 oil-mineral aggregate(OMA) 형성의 포텐셜을 정

성 으로 측정하기 한 간단한 방법

2. 유류오염 지역에서 형성된 OMA 시료 채취 방법

3. OMA 형성을 확인하기 한 직 인 미경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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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SCAT Manual: A field guide to the documentation and 

description of oiled shorelines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0.05 페이지수: 10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응의 일부로 해안 유류오염 평가(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ams, SCAT)는 체계 으로 오염된 지역을 조사하고 상황을 

보고하여, 오염상황에 한 신속한 지리 인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는 

해안방제 작업을 한 장 결정을 내리기 해 사용될 수 있음.

     

1. SCAT 차와 양식

2. 용방법

3. 보조자료



- 43 -

제목:
 Guidelines for Selecting Shoreline Treatment Endpoints for Oil 

Spill Response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7.10 페이지수: 3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응 시 방제종료 시 (endponts)를 설정하는 것은 사고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의사결정과정, 방제진행, 방제종료 결정과 련하여 

요하고 핵심 인 부분임. 방제담당자들은 사고이 에 방제종료 시 의 

결정과 련한 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본 가이드는 방제종료 시

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1. 방제종료 시 의 정의와 목

2. 방제종료 시  결정 방법

   - 정성 인 결정방법

   - 정량 인 결정방법

   - 피해평가의 해석  결정방법



- 44 -

제목:
 The Arctic SCAT Manual: A field guide to the documentation 

of oiled shorelines in Arctic regions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Manual 출간년도: 2004.07 페이지수: 16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유류오염 응의 일부로 해안 유류오염 평가(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ams, SCAT)는 체계 으로 오염된 지역을 조사하고 상황을 

보고하여, 오염상황에 한 신속한 지리 인 정보를 제공함. 이 정보는 

해안방제 작업을 한 장 결정을 내리기 해 사용될 수 있음. 본 가이

드는 특히 과 얼음이 덮 있는 북극 지역과 다른 한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정된 SCAT 매뉴얼임.

     

1. SCAT 차와 양식

2. 용방법

3.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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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eld Guide for Oil Spill Response in Arctic Waters

국가: 캐나다 기 명: Environment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7.10 페이지수: 34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북극 주변지역 국가들에 북극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지형학  특성에 

따른 유류오염 응에 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해 출간됨. 한랭기 동안 

원격지에서 과 얼음이 덮인 외해에 용하기 한 실질 인 방제 략

과 방법에 을 맞추고 있음.

     

1. 기 응 가이드

2. 방제 략  방법

3. 유출유의 거동  추

4. 오염 통보  방제 응 의사결정 로세스

5. 북극지역의 해안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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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arine Oil Spill Shoreline Workers' Saftety Field Guide

국가: 캐나다 기 명: Coast Guard, Canad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5 페이지수: 57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효율 인 해양 유류오염 응을 한 필수 인 요소인 안 과 웍에 

을 맞추어서 안 한 해안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인 정보

를 제공하고 있음.

     

1. 안  개론

2. 유류제품의 특성  해성

3. 개인보호장구

4. 작업환경

5. 장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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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

제목:
 Field Guide for Oil Spill Response in Arctic Waters

국가: 국제기구 기 명: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6 페이지수: 2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IMO의 해양환경보호 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와 국제석유산업환경보 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의 OPWG(Oil 

Spill Working Group)가 정부와 산업계의 을 공동으로 변해서 국

제 유류오염 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출간한 시리즈물. 1권은 유류오염 

응을 한 민감도 작성을 주제로 하고 있음.

     

1. 사용자 그룹과 요구사항, 2. 지도 요구사항

3. 지도에 포함될 정보 유형, 

4. 민감도 지도에 포함될 정보의 획득  동의

5. 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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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uide to Oil Spill Exercise Planning

국가: 국제기구 기 명: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6 페이지수: 36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IMO의 해양환경보호 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와 국제석유산업환경보 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의 

OPWG(Oil Spill Working Group)가 각각 정부와 산업계의 을 변 

공동작업을 통해 국제 유류오염 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출간한 시리즈

물. 2권은 유류오염 응 훈련 계획을 주제로 하고 있음.

     

1. 훈련의 종류

2. 계획과정, 설계단계(사례연구 포함)

3. 실행단계, 사업(사례연구 포함)

4. 훈련실행단계(사례연구 포함)

5. 총 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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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석유산업 환경보 회(IPIECA)

제목:  Action against Oil Pollution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5 페이지수: 2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일반인들에게 해양유류오염 련한 복잡한 국제법, 약, 로토콜과 유

류오염 방지를 해 석유  운송사업자들이 구축한 약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발간됨. 

     

1. 방: 해상에서 유류의 안 한 운송 

2. 비  계획

3. 유류오염 응

4. 손해 보상

5. 유류오염 련 각종 회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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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il Spill Compensation: A gui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5 페이지수: 2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1992 CLC와 1992 기 약의 근본 인 특성, 보상과 련한 다양한 기

구, 단체 그리고 허용 가능한 형태의 보상청구에 해 요약하고 있음. 

     

1. 보상 약의 근본  특성 

2. 보상 한계

3. 보상의 범  - 허용가능 클 임

4. 근거의 보존

5. 클 임 청구

6. 약 가입국이 아닌 미국에서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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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il Spill Compensation: A gui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1 페이지수: 2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첫 번째 권으

로 유류오염의 장단기 생물 향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오염 향조사, 

장기 향 측, 방제작업 등의 련 종사자들을 한 보조자료임.

     

1. 유류오염의 피해와 생물학  요성

2. 연안습지와 조간 의 요성

3. 피해와 복원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4. 복원의 정의

5. 민감 육상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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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Guide to Contingency Planning for Oil Spills on Water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0.03 페이지수: 3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유류오염을 비하기 한 긴 계획 작성과 련한 내용이며, 1991년 출

본의 개정 . 

     

1. 단계 인 응, 정부부처와의 력

2. 정보수집과 해성 분석

3. 민감도 작성

4. 략개발, 방제 계획, 장비  보 품

5. 폐기물 리  처리

6. 리, 훈련, 계획 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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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Coral Reef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2 페이지수: 2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산호  생태계에 한 유류오염의 장단기 생물 향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방제작업  그에 따른 향은 최근의 사례연구와 야외 실험 결과

로 논의함.

     

1. 산호  생태계 개

2. 산호 에 한 유류오염 향

3. 방제작업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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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Mangrove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3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네번째 권으로 

망그로  생태계의 인  이용, 유류오염의 장단기 생물 향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최근의 사례연구와 야외 실험 결과로 방제작업  그에 

따른 향을 논의하며, 훼손된 망그로 의 장기 인 복원방향에 해 설

명함.

     

1. 망그로  생태계 개

2. 망그로  생태계의 인  이용

3. 망그로  생태계 보존

4. 유출유의 거동  생태계 향, 유류오염 응

5. 훼손된 망그로 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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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ispersants and Their Role in Oil Spill Response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1.11 페이지수: 40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다섯번째 권으

로 유분산처리제의 사용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최근의 사례연구와 야

외 실험 결과를 로 들어 방제작업 옵션으로써의 유분산처리제 사용에 

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사용시기, 환경 향 등에 해서 균형잡힌 시각

을 제공하려고 노력함.

     

1. 유분산처리제 개

2. Sea Empress 사고사례

3. 효율성 검증  독성평가

4. 유분산처리제 사용 련 의사결정

5. Seasport 실험 사례

6. 유분산처리제와 긴 계획, 시나리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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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Salt Marshe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4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여섯번째 권으

로 가장 민감한 해안으로 지정된 염습지 생태계의 인  이용, 유류오염

의 장단기 생물 향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염습지에서 유출유의 거동 

 향의 주요 요소들, 방제 옵션 그리고 훼손된 염습지의 장기 인 복

원방향에 해 설명함.

     

1. 염습지 생태계의 역동성

2. 염습지 생태계의 인  이용

3. 유출유의 거동  생태계 향

4. 유류오염 응

5. 훼손된 염습지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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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Rocky Shore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5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일곱번째 권으

로 암반해안 생태계에 한 유류오염의 장단기 생물 향에 해서 요약

하고 있음. 사례연구를 이용해서 암반해안에서 유출유의 거동  향의 

주요 요소들, 방제 옵션 그리고 훼손된 암반해안의 복원율에 해 설명

함.

     

1. 암반해안의 다양성  요성

2. 암반해안 생태계의 역동성

3. 유출유의 거동  생태계 향

4. 유류오염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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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Fisherie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7 페이지수: 3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여덟번째 권으

로 수산자원에 한 유류오염의 생물종  서식지에 한 직간  향

에 해서 요약하고 있음. 주요 수산자원에 한 생태학  어획, 양식방

법 등에서도 논의하고 있음. 사례연구를 이용해서 유출유의 거동  향

의 주요 요소들, 방제 옵션 그리고 훼손된 암반해안의 복원율에 해 설

명함.

     

1. 수산자원 생태학

2. 수산자원의 종류

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안양식 사례

4. 유출유의 거동  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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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ological Impacts of Oil Pollution: Fisherie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1999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아홉번째 권으

로 다양한 퇴 해안에 한 유류오염의 직간  향에 해서 요약하

고 있음. 퇴 해안은 높은 이용도로 인해 유류오염 사고시 미디어에 높은 

비율로 노출되어 인 심이 높음. 주요한 형태의 퇴 물 해안과 유

류오염에 한 취약성, 방제작업 그리고 회복 능력에 해 설명함.

     

1. 퇴 해안의 다양성, 생태학

2. 퇴 해안의 이용

3. 유출유의 거동  향

4. 펄  모래해안에서 유류오염 사례연구

5. 서식생물에 의한 유출유의 수직이동

6. 유류오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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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oosing Spill Response Options to Minimize Damage:

  Net Environmental Benefic Analysis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0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열번째 권으로 

가용한 방제작업 옵션의 환경  사회경제 인 향에 한 NEBA(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에 한 가이드. NEBA를 해서는 오염

지역 상황, 방제작업의 실효성, 유출유에 한 과학 인 정보, 방제옵션, 

사회,경제  환경 인 요소들에 한 가치 단 등을 고려해야 함. 긴 계

획에 NEBA를 포함시킬 것을 추천하고 있음.

     

1. 유류오염 방제의 목

2. 여러요소들에 한 평가과정

3. 고려사항  사례연구

  - 해상방제

  - 해안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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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il Spill Responder Safety Guide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2 페이지수: 36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열한번째 권으

로 유류오염 사고시 안 리 측면과 응에 한 가이드를 제공. 지역 

 상황에 따라 안 리가 천차만별이므로, 본 지침서에서는 유류오염 

사고 발생시 오염에 의한 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 인 

근법 주로 기본 인 안  이슈에 을 맞추고 있음.

     

1. 안  리, 험분석

2. 유출물질과 방제작업: 화학  안

3. 작업환경과 방제작업 과정 의 안

4. 개인보호장구 선택

5. 자원 사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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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uidelines for Oil Spill Waste Minimization and Management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4 페이지수: 24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열두번째 권으

로 유류오염 사고시 필연 으로 발생하는 방제 련 폐기물 리  처리

를 한 가이드. 역사 으로 해안방제 작업시 심할 경우 유출유 비 폐

기물 발생이 최고 30배에 이를 정도이며, 소규모 사고의 경우에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폐기물 리는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함.

     

1. 폐기물 리 고려사항

2. 다양한 유류방제에 따른 폐기물 발생 양상

3. 장/주변 지역 일시  보

4. 잠정 /자이 보   이송

5.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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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 Guide to Oiled Wildlife Response Planning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4 페이지수: 5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열세번째 권으

로 유류오염 사고시 해안  해양에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야생동물 구호를 한 가이드. 기름을 뒤집어 쓴 야생동물, 특히 세계

인 보호종의 경우 언론의 집 조명을 받고, 국제 인 심을 끌게 됨. 야

생동물 이해 계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비한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야생동물에 한 유류오염의 향

2. 험에 노출된 야생동물 자원

3. 오염된 야생동물 구호작업의 목표

4. 구호작업  운 상 고려해야 할 사항

5. 건강  안 리

6. 구호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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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uide to Tiered Preparedness and Response

국가: 국제 회 기 명: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형태: Guide 출간년도: 2007 페이지수: 32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 회(IPIECA)의 발간물 시리즈  열네번째 권으

로 유류오염 사고시 OPRC 약에 근거한 단계  비  응을 한 

가이드. 정부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 련 모든 섹터들에서 유류오염 비 

 응 계획을 한 구조 인 근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1. 단계  비  응

2. 1 단계, 2 단계, 3 단계

3.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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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

제목:  Aerial Observation of Oil

국가: 국제 회 기 명: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형태: Technical paper 출간년도: 2009 페이지수: 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형태의 가이드

로 유출유의 효율 인 해상 항공정찰 방법에 해 소개. 항공정찰은 해상 

유류유출 응 시 필수 인 요소로 오염의 범   치 확인, 유출유의 

이동경로 측을 통해 해상방제를 용이하게 하고 민감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함.

     

1. 항공정찰 략, 2. 항공정찰 비

3. 해상  연안에서 유출유의 형태

4. 기록  보고, 유출의 정량, 5. 원격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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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te of Marine Oil Spills

국가: 국제 회 기 명: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형태: Technical paper 출간년도: 2002 페이지수: 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형태의 가이드

로 유출유의 해양에서의 거동에 해서 소개. 유출유의 물성  거동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 인 유류유출 응을 해서는 필수 임.

     

1. 유류의 물성

2. 풍화과정

3. 복합 인 요소에 의한 향

4. 방제  긴 계획 수립에 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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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il Spill Effects on Fisheries

국가: 국제 회 기 명: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형태: Technical paper 출간년도: 2004 페이지수: 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형태의 가이드

로 수산업에 한 유류오염의 향에 해서 소개.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유류오염의 정도  특성은 사고지역의 환경과 어로작업  사업의 종류

에 따라 다르며, 물리 인 오염과 독성 향 등으로 손실을 끼치게 됨.

     

1. 어로작업  양식업에 한 유류오염의 향

2. 물리 인 오염, 경제 인 향, 보호  방제기술, 양식업 리

3. 능검사, 인체 해성 평가, 화학분석

4. 조업 리,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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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cognition of Oil on Shorelines

국가: 국제 회 기 명: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형태: Technical paper 출간년도: 2008 페이지수: 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형태의 가이드

로 다양한 해안에 표착한 잔존유에 한 기술  정량화에 해서 소개. 

사고 기 해안 표착유의 정도  치 등에 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는 

방제 장비  인력의 배치를 해서 필수 인 요소임.

     

1. 기름의 유형

2. 해안에 잔류한 기름의 형태

3. 해안 표착유의 묘사  정량

4. 시료채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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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Use of Chemical Dispersants to Treat Oil Spills

국가: 국제 회 기 명: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 

형태: Technical paper 출간년도: 2005 페이지수: 8 p

표지사진

 

주요내용: 

-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형태의 가이드

로 해상방제를 한 유분산처리제의 효율 인 사용에 해서 소개. 유분

산처리제는 해상에서 히 사용되었을 경우 표층의 기름을 수층으로 

분산시켜 희석  생물학  분해를 진시킬 수 있으며, 에멀젼 형성을 

해할 수 있는 방제방법이나, 환경 인 논란을 꾸 히 야기하므로 이에 

한 지침을 제공.

     

1. 분산 작용과 유분산처리제의 성상

2. 화학  유분산처리제의 한계

3. 유분산처리제 용방법, 효율성 모니터링

4. 세부계획, 환경 인 고려, 긴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