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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평균 300건 이상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

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연안활동이나 해양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

을 주고 나아가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해양환경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초래

하는 유류오염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불행하게도 예기치 않은 유류오염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배상·보상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이 유류유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류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해양환경을 조속히 복구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양자원을 이용하고 연

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배상·보상 과정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후 상

당 기간동안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해배상 기간이 장기화 되어왔

고, 손해배상율에 있어서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율이 70%를 상회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어업피해 손해배상율은 고작해야 20～30%정도이고 심지어는 5～10%에 불과하여 국제사

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외신용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류유출 사고 시 어업인들이 유류오염 피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고 객

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피해액을 청구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정당하게 받음으

로서, 어업피해 손해배상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2. 연구개발의 목적

   본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험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기름 오염 피해배상을 원활하

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

물을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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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어업피해 보상율 제고를 위한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유류오염 피해입증

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그리고 주요해역의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를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협약체제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한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사례를 검토한 후 1) 유출 사고시 피해 입증을 위한 피해 조사 절차와 방법의 표준화, 2) 어업피해 

손해입증을 위한 제도개선, 3) 표준화된 어업 피해의 산정방법 제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피해입증 과정의 기초는 기름 성분을 식별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

기금이나 보험사는 피해와 유출사고와의 관련성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이를 인정

하는 경우에만 배상을 하므로 유출유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기름 성분의 정

밀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오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유지문기법 (oil 

fingerprinting)을 체계화하고, 이의 요소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는 신뢰성 있는 첨단 유지문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입증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류 노출피해 입증기법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가용성을 확인하였다.

   오염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사고 이전의 배경자료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경기만, 광

양만, 진해만, 부산해역, 울산해역 등 주요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해역에 대한 유

류오염 배경자료를 확보하였다.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주로 이용되는 해저퇴적물과 이매패류를 대

상으로 유류계 PAHs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

류오염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1.1. 국내·외 어업피해 손해배상 사례 비교

    국외 사고 8건과 국내 사고 4건에 대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사례를 비교하였다.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일부 해수욕장 및 항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안을 양식장, 마을어장 또는 어선어업 

장소로 개발 및 이용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라도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하였

다. 손해배상율에 있어서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율이 70%를 상회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어업피해 손해배상율은 고작해야 20～30%정도이고 심지어는 5～10%에 불과하였다.

1.2. 우리나라 어업피해 손해배상의 문제점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손해배상률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

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실질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국제기금에 의한 손해배상률은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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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단 방제비용은 소요비용의 객관

적인 입증이 용이하여 국제기금으로부터 청구액의 99%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과 선박소유자나 국제기금에서 평가하는 

손해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손해배상의 지연이다. 대부분 영세한 어업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배상해 줄 필요가 있으나, 유류오염사고는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의 

형태 또한 어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

류오염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어업인과 가해자인 선박소유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문제는 단순화된 피해 청구 범위이다.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을 주로 방제조

치 비용과 어업피해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광수입손실, 재산손해, 기타 수입

손실, 해양환경 등도 유류오염 손해로서 청구하고 있어 청구범위가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금의 보상관행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장차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조치 비용과 어업피해

에 국한하지 말고 실제 발생한 피해분야에 대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

1.3. 어업피해 손해배상율 제고 방안

    먼저 입법론적 방안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정비, 최근까지 유조선과 일반선박 연료유 

오염사고로 이원화된 책임원칙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해석론적 방안으로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은 내부정책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있을 뿐이고 협약국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

다. 실제 사건에서 각 협약국 법원은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이 그 나라의 국내법 체계와 크게 차이

가 있거나 특수한 법 현실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한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을 존중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법원이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

된 오염손해의 배상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염사고의 특징,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제도론적 방안으로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 피해조사의 객관성 확보, 어업소득 자료

의 객관성 확보,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조사체제의 구축,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조사체제의 구축,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업피해배상율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

라에서도 100㎘ 이상의 중대형 유류유출 시에는 사고 중심지역 수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각 분야

별 (법률, 수산, 해양 및 방제)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어업피해조사 및 청구업무

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기타 소규모 유류오염사고 시에는 현행 감정회사들이 어업피해 보상을 담

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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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2.1. 유지문분석기법 체계화

    세계적인 유지문기법의 흐름은 단계적 분석(Tiered approach)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

터 기존의 Nordtest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국가간 검교정, 분석기법, 해석방법 개발 등을 통해 국

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을 도입, 응용하

였다. 본 유지문기법은 삼단계의 분석절차, 자료해석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일정수

준의 판단을 요구한다.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시료의 시각적인 특징 분석, 추출 및 정제, 모든 시료

의 GC/FID 스크리닝, 풍화도 체크 및 이소프레노이드 판별지수 계산, 선택된 사고유와 혐의유의 

GC/MS 분석 및 판별지수 계산, PAH 풍화도 체크 그리고 판별지수 비교(재현한계)를 통한 결론 

및 보고서 작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들 세부적인 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실험방법 및 자

료해석 방법을 기존의 실험방법을 차용 혹은 신규로 개발하여 정립하였다. 실험실에서 표준화 절

차이후, 실제 사고유를 대상으로 유지문기법의 각 단계별 확인요소들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정립된 유지문기법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시, 사고유의 동

질유 판별, 해수, 퇴적물, 유용수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의 유류오염 입증,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오염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되었다.

2.2. 첨단 유지문기법 개발

    첨단 유지문기법 개발은 세가지 분야로 진행하였다. 먼저 유류계 바이오마커 화합물 중 최근 주

목을 받고 있는 세스키터페인을 이용하여 선박 연료유 유지문분석기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기존 

GC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GCxGC를 이용한 유지문기법의 해외 연구동향을 조사하

고, 국내에 적용하였다. 세 번째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유지문의 하나인 동위원소 유지문을 GC-

C-IRMS를 이용하여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C14 ~ C16 범위의 세스키터페인 10종을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 세스키터페인의 검출한계는 화합물에 따라 0.2 ~ 0.5 ng/g 수준이었다. 세스

키터페인의 정성을 위해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머무름시간, 스펙트럼, 대상이온 등을 확인하였으

며, 정량을 위해 decalin, decalin-d18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10종의 세스키터페인은 

decalin-d18과의 상대반응지수를 계산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국내 수입원유 40종을 대상으

로 세스키터페인을 분석하였으며, 10종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0.29 ~ 8.38 mg/g 수준으로 원유

의 산지에 따라 농도의 차이 및 각종 지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

는 선박 연료유 14종을 대상으로 세스키터페인을 분석한 결과, 10종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0.27 

~ 4.02 mg/g 범위로 정유사에서 사용한 원유 산지 및 연료유에 따라 농도의 차이 및 각종 지수에

서 차이를 나타냈다. 동일 정유사에서 동일 시기에 생산된 선박 연료유의 경우 서로 유사한 판별

지수를 보였다. 소형어항에서 연료유로 주로 이용되는 경유와 퇴적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의 

경우 5.88 mg/g, 퇴적물에서는 129 ~ 818 ng/g의 세스키터페인을 검출되었다. 부산해역내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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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40 정점에서 세스키터페인을 분석한 결과 불검출 ~ 429 ng/g 수준이었으며, 소형선박 밀집지

역에서 고농도를 나타내 유류계 PAHs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주로 이용

되던 고분자량 바이오마커 이외에 저분자량인 세스키터페인 또한 국내 연안환경에서 유류오염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최신 분석장비인 GCxGC를 이용하여 기존의 일차원 GC에 비해 향상된 분리능, 해상도, 감도

의 결과를 획득하였다. GCxGC의 최적화를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용량 시료주입

기, 액체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냉각 모듈레이션, 비극성x극성 컬럼을 선정하였다. 대용량 시료주입

기는 일반 주입기에 비해 20배 이상의 시료를 주입함으로써 감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액체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냉각 모듈레이터는 기존의 열방식이나 질소를 이용한 모듈레

이터에 비해 효율, 기기구성, 성능이 개선되었다. 비극성x극성 컬럼의 조합으로 유류를 효과적으

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차원 및 삼차원적으로 분석으로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개발된 분석기법은 

유류의 특성을 잘 반영한 그룹별 분리방식으로 유류의 전체적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기존방식

으로 분석이 힘들었던 개별화합물의 분리까지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MD-GC의 최적화를 통

한 유지문법 개발을 통해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분리, 정성, 정량이 되지 않는 화합물이 분석이 가

능해짐으로써 기존의 유지문기법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의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 기법은 유류의 주요 성분인 알칸(alkane)과 다환방향족탄

화수소(PAHs)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원유 또는 환경시료로부터 alkane 및 PAHs를 분리,정제

하여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순수 화합물 추출 방법을 정립하고, 전체 정제 과

정에 대한 화합물의 보존성 및 동위원소 항상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탄소안정동위원

소 분석을 위하여 분석의 민감도, 정밀도,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질량분석기, 연소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운영조건을 확립하였다. 정립된 alkane 및 PAHs의 분석 정밀도는 각각 0.07 

- 0.35‰, 0.03 - 0.16‰로서 국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지는 분석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기법을 이용

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시 유출된 Iranian Heavy, U/ZAKUM, Kuwait Export 

Crude 원유 3종과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대상으로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정립된 동위원소 질량분석기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을 이용

한 유출유 식별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2.3. 어류노출 피해 입증기법 개발

    해양환경에 유출된 유류에 대한 어류노출피해 입증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1) 전 세계적으로 

PAHs 오염영향 진단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생체지표를 선별하여 평가기법을 구축하

였고 (2) 이를 국내 연안 어종에 적용하여 환경 중 유류오염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3) 현장적용

기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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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쓸개즙 대사물질 중 1-OH-pyrene 을 분석하여 체

내 유류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과, 유류노출에 민감하게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간

장 해독효소계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평가 하였다. 국내 연안환경의 오염여부

와 이들 지표의 민감도와 특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저농도 유류오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

는 마산만지역 어류를 계절별로 채집하여 해독효소계의 주요 생물학적 추적자인 CYP1A를 통한 

PAHs의 생물학적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마산만에서 채집한 어류에서 해금강에 비해 EROD 활성

과 CYP1A단백질 발현 그리고 CYP1A mRNA발현이 유의하게 높아 마산만 어류는 PAHs를 포

함한 유기오염물질로부터 생리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마산만 내만과 비교

지역으로서 해금강을 선정하여 양식어류의 이식(transplanting) 실험을 실시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른 체내 PAHs 축척여부와 해독효소계 측정지표들의 발현 변화를 모니터 하였다. CYP1A 유전

자, 단백질 그리고 EROD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초기 마산만 지역에 이식한 어류는 활성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이는 쓸개즙 대사물질 중 1-OH-pyrene 농도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현장연안지역 서식하는 어류의 생물학적 독성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

항리 해역에 정치망 정점을 설정하여 2007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환경 중 기름 농도의 

변화에 따른 현장 어류의 분자 생리,화학적 지표변화를 조사하였다. 채집된 대부분의 현장어류를 

분석한 결과 사고초기에 높은 농도의 PAHs 의 노출로 인하여 어류의 간장 EROD 활성 CYP1A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발현 등 해독효소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항진되었다가 서서히 환경 중 유류

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의항리와 신두리 굴 양식시설의 철거 작업

이 진행 중이었던 7월 유자망으로 채집된 문치가자미에서 일시적으로 쓸개즙 대사산물과 해독효

소계 활성이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 이는 의항리지역 내만 환경매질 중 PAHs 농도의 일시적인 증가

가 서식하는 어류의 생리적인 영향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류 유출시 방제에 이용되고 있는 유분산제에 분산된 기름에 노출된 유용양식어종의 생리적 

영향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이 이용되고 있는 Corexit 9500과 국내 A사의 유

분산제를 이용하여 해독효소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기름과 접촉한 물(WAF)에 노출된 실험구

보다 유처리제로 분산된 기름에 접촉한 물 (CEWAF)에 노출된 실험구에서 CYP1A 유전자와 단

백질 발현이 높게 검출되었고,  EROD 활성도 또한 유의한 활성 증가를 보였다. 또한 CEWAF에 노

출된 어류의 해독효소계의 활성증가에 대하여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한 답즙 분석을 통해 PAHs의 

대사산물인지를 확인한 결과, WAF에 노출된 실험구의 답즙 대사산물에서 보다 CEWAF에 노출

된 어류에서 1-OH-pyrene 대사산물이 높게 검출 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체지표와 쓸개

즙 1-OH-pyrene 농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감도 생체지표를 이용한 조

사는 환경 중 유류오염 정도에 대한 생물노출 여부 뿐 아니라 생물 독성영향에 대하여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he Biological Effects Quality Assurance in monitoring (BEQUALM) 을 통한 유류관련 

생물학적 지표의 국제상호검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료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였다.

2.4. Tainting 기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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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고농도의 석유계탄화수소에 노출되

며 맛, 냄새 등의 질적인 감소를 유발한다. 심지어 화학분석 결과 인간 또는 동물들의 건강에 위협

을 줄 것이라 사료되는 검출범위 이하 수준에서도 유출지역에서 채집된 수산물에서도 맛이나 냄

새 등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캐나다나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유류오염에 대한 어류피

해입증의 증거로 관능시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양성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

내에서는 관능실험에 대한 실험적 절차나 입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1) NOAA의 관능 시험법(NOAA 2001, Technical memorandum NOS OR&R)의 가장 핵

심적인 부분을 번역하고 재구성하여 관능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서를 제시하였고, (2) 본 지

침서를 바탕으로 직접 양식어류를 활용하여 실험실에서 관능시험을 실시하여 본 방법에 대한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수산물의 유류오염은 정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후각을 통한 판단을 시도하였으

며, 이때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맛을 평가하는 순서를 따랐다. 오염도가 클 경우 날 것의 향으

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는 미각을 활용한 것이 정답율이 높았다. 그러나 오염

된 시료를 미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평가자의 안전과 개인적인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익힌 시료에서

만 판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국내 유류오염으로 인한 해산물의 위해성 여부를 보

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평가사와 선별된 평가자 양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3.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국내 주요해역에 대해 유류계 PAHs 배경농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해역은 광양만(2002

년), 경기만 해역(2004년), 그리고 마산/진해만/거제해역(2005년) 및 부산해역(2006년), 울산해역

(2008년) 이었고, 각 해역별로 표층퇴적물과 이매패류를 채집하여 유류계 PAHs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표층퇴적물에서 검출된 16 PAHs의 농도 수준은 대부분 정점에서 10 ppb이상의 농도 

수준을 보이고, 1 ppm을 초과하는 지역은 진해만, 울산해역 몇몇 정점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해역에서 표층퇴적물의 16종 PAHs오염도는 평균적으로 경기만이 60.6 ng/g으로 가

장 낮은 오염도를 보이고, 광양만(136 ng/g), 진해만(169 ng/g), 부산해역(171 ng/g), 지세포(235 

ng/g), 고현만(267 ng/g), 울산해역(394 ng/g) 순으로 나타났다. 표층퇴적물에서 알킬PAHs농도 

분포는 대부분 조사정점에서 10 ppb에서 1 ppm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알킬 PAHs농도가 1 ppm

을 초과하는 정점은 경기만과 울산해역에서 나타났다. 조사 해역별 평균적인 알킬 PAHs농도 수

준은 울산해역(182 ng/g)> 지세포(171 ng/g)>진해만(154 ng/g)>부산해역(114 ng/g)≥고현만(113 

ng/g)>경기만(72.7 ng/g)≥광양만(72.2 ng/g)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해역에서 채취된 이매패류 시료 내 16종 PAHs는 10 ppb에서 1 ppm사이의 농도 수

준을 보였다. 그 중 500 ppb이상의 농도 수준을 보이는 정점은 부산해역과 울산해역 일부 정점이

었다. 고현만에서 채집된 이매패류는 1 ppm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평균적인 농도 수준이 327 ng/

g으로 조사해역 이매패류에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만(248 ng/g)이 높았고 울산, 

부산해역이 각각 234, 232 ng/g으로 유사농도수준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세포(177 ng/g)에 위

치한 이매패류 순으로 나타났다. 알킬 PAHs는 대부분 정점이 100 ppb에서 10 ppm 사이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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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또한, 몇몇 정점에서는 10 ppm을 초과하는 분포를 보여 유류오염

에 의한 징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해역에서의 표층퇴적물 내 PAHs는 대부분 연소기원의 PAHs에 의한 영향

을 주로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조사해역 중 항만 시설에 인접한 표층퇴적물과 이매패

류에서는 높은 알킬 PAHs 농도 및 조성분포를 보여 유류기원의 PAHs 유입이 확인되었다. 이들 

정점에서는 크고 작은 선박활동 등에 의해 유류오염 영향이 연소 기원보다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방안

   본 연구조사의 결과는 실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민 등의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

을 위한 자료 수집, 제반 서류의 작성 등을 지원하여 피해배상 신청시 활용하여 배상액을 높

일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유류오염 피해배상·보상을 조사·분석하고 선박소유자나 국제기금으로부터의 

배상·보상 과정이 면밀히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유류오염 피해배

상·보상 전략에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 유류오염 피해배상·보상 중 18% 전후의 저조한 어업피해 배상율을 높이기 위해 국

가가 측면지원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원단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

제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셋째 어업피해 배상·보상청구 시 필요한 다양한 어업모델을 제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보유한 자료와 현장 피해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검증·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

날 유류오염 피해 손해산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넷째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어업 생산량 자료 확보방안 등 필요한 자료의 축적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기금의 보상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어업피해 배상율을 높일 수 있

고,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산·학·연 전문가 및 검정사들의 검정업무에 대한 수산관련업의 폭넓

은 이해로 손해산정에 본 연구의 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환경오염영향조사에 본 과제에서 개발된 유지문기법, 생물영

향평가기법, 배경자료 등이 환경영향평가 및 차후 환경복원을 위한 업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류오염 사고시 실무기관인 해양경찰청, 손해사정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기개발된 과학적인 조사기법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과는 공동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SOA에서 한중 공동연구 주제로 황해 연안국들의 유류오염 현황 파악 및 

유지문기법 공동개발을 제의했으며, 이를 위해 09년 4월 중국에서 Yellow Sea Forum의 주제

로 유류오염 관련 심포지움을 주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황해 연안국들의 공통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인 유류오염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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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해양오염사고는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등 해난사고나 선박의 손상·부주의·고의배출 등 다양

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히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유조선의 좌초·충돌·침몰 등 해난사고 

발생시 일어나게 된다. 1993~2003년까지 11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된 해양오염사고는 총 

4,304건으로 연평균 390여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1-1-1). 사고발생에 따른 유출량은 총 

43,073㎘로 씨프린스호 사고가 발생하였던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나, 2007년의 허

베이스피리호 사고와 같은 대형오염사고 발생시 이러한 통계는 무의미해진다.  

2001년까지의 통계분석 결과 오염원별 발생현황을 보면 총 3,735건의 발생건수 중 어선 1,798

건(48%), 화물선 724건(19%), 유조선 353건(10%) 순이며, 유출량으로는 총 41,409㎘ 중 유조

선 33,921㎘(79%), 화물선 5,629㎘(13%), 어선 2,638㎘(6%) 순으로써 발생건수로는 어선이 많으

나 소량사고인 반면에 유조선 사고는 발생건수는 적으나 대량사고임을 말해주고 있다(해양경찰청, 

2001).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70% 이상이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소형 선박사고이며, 

피해가 큰 대형오염사고는 유조선 등의 해난사고에 의한 것이다. 유출물질별로는 총 3,735건의 발

생건수 중 선저폐수가 1,265건으로 34%, 경유는 1,073건에 29%, 벙커유는 668건에 18%, 기타

유는 488건에 13%, 폐기물은 204건에 5%, 그리고 유해액체물질은 37건에 1%를 차지하고 있다. 

유출량별로는 총 43,073㎘ 중 원유 등의 기타유가 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경유가 32%, 벙

커유가 26%, 유해액체물질이 4%, 그리고 선저폐수가 2%, 폐기물이 1%를 점하고 있어 유조선 등

의 대형사고가 역시 유출량이 많음을 말해주고 있다(해양경찰청, 2001). 

표 1-1-1에 보면 1㎘ 미만의 유출사고가 비록 발생건수는 90.9%를 차지하지만 유출량은 1% 미만

인데 반해, 100㎘ 이상의 사고는 발생건수가 1%미만이나 유출량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00㎘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

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되

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와 입·출항 선박의 증가로 이어져 자연히 해상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10 만톤급(적재량 20 만톤)이상 원유선 만도 연간 700회 이상 입·출

항되고 있어 외국과 같이 수만톤 이상의 대형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1995년 7월 

23일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그 좋은 예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씨프린스호 사고로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액이 73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방

제비용만도 1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표 1-1-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방제비용과 피해

보상 요구액은 ‘92 IOPC 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항시 대형 해상유출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응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조사와 환경복원 기술 개발 등 유류오염과 관련된 제반 기술개발이 전반적

으로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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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1993-2003 기간에 발생한 유출사고의 건수와 유출량.

년도 합계 < 1㎘ 1~100㎘ 100~1000㎘ > 1000㎘

Total

사고건수 4,304 3,912 360 24 8

비율(%) 100 90.9 8.4 0.5 0.2

유 출 량 41,409.2 451.1 3,663.9 7,958.1 29,336.1

비율(%) 100 1 8.9 19.2 70.8

1993 371 325 38 5 3

1994 365 313 52 - -

1995 299 257 34 4 4

1996 337 296 37 4 -

1997 379 339 35 4 1

1998 470 431 37 2 -

1999 463 440 23 - -

2000 483 457 25 1 -

2001 455 428 26 1 -

2002 385 363 21 1 -

2003 297 263 3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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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1990-2003 기간에 발생한 주요 유류유출 사고 현황

Date Location Ship name Qty(㎘) Cause

Damage

demanded

(Comp-

ensation)

Oil

Cleanup

Cost

‘90. 7.15
인천 호남정유

저유소앞

코리아호프호

(유조선, 12644톤)
벙커C 1,500 충돌

474억

(54억)
50억

‘93. 6.16
인천 옹진군

백암등대

코리아비너스

(유조선, 25368톤)

경  유 2,000

항공유 2,288
좌초

1,020억

(48억)
5억

‘93. 9.27 광양만
제5금동호

(유조부선, 532톤)
벙커C 1,228 충돌 916억 56억

‘95. 7.23 여천군 소리도
씨프린스호

(유조선, 144567톤)

원 유 4,155

벙커C  879 
좌초 735억 198억

‘95. 9.21 부산 남형제도
제1유일호

(유조선, 1591톤)
벙커C 2,392 침몰 554억 124억

‘95. 11.17 여수 호유부두
호남사파이어

(유조선, 142448톤)
원유 1,402 충돌 82억 84억

‘97. 4.3 통영 등가도
제3오성호

(유조선, 786톤)
벙커C 1,699 침몰

1억9,200

(6,900)
8억4,000

‘97. 11.25
포항 구룡포항

북방파제

제3동진호

(유조선, 237톤)

경 유 400

등 유 320
침몰 1,408 1억4,800

‘97. 11.25
부산 남부민동

해원냉동앞

바론호

(냉동선, 4392톤)
벙커C등 203.2 좌초 - 7억264

‘98. 1.15
울산 울주군

서면 진하리

뉴바론호

(화물선, 4400톤)
벙커C등 301 좌초 17억3,500 1,805

‘00. 4.11
평택 포승면

만호리앞

대림501호

(준설선, 1458톤)
경유등 290 침몰 - 3억3,369

‘03. 9.12 남해군 유포마을
경원호

(유조부선, 144톤)
벙커 C 90.5 좌초

59억

(3억 1천)
29억 2천

※ 자료 : IOPC 2003년 연보와 해양경찰청 자료( 경원호는 국제기금에 제출된 자료임)

세계적인 유류오염사고 예를 보면 10만톤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로는 1979년 아프리카 토바고 연

해에서 발생한 아틀란틱 엠프레스호가 유출시킨 28만7천톤이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으며,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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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영국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토리 캐년호 좌초로 11만9천톤의 원유가 유출된 것은 역사상 최

초로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표 1-1-3). 지금까지 10만톤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는 모두 8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던 5천여톤

의 유출사고였던 씨프린스호 사고와 최근의 1만톤 규모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큰 피해를 입

었던 우리로서는 방제능력 확충과 방제기술 확보,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접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표 1-1-3.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유조선 유출사고

Shipname Year Location Oil lost (tonnes)

 Atlantic Empress

 ABT Summer

 Castillo de Beliver

 Amoco Cadiz

 Haven

 Odyssey

 Torrey Canyon

 Urquiola

1979

1991

1983

1978

1991

1988

1967

1976

 Off Tobago, West Indies

 700 miles off Angola

 Off Saldahna, South Africa

 Off Brittany, France 

 Genoa, Italy

 Off Nova Scotia, Canada

 Scilly Isles, UK

 La Coruna, Spain

287,000

260,000

252,000

223,000

144,000

132,000

119,000

100,000

자료 : ITOPF Past Spill Statistics, 2001. 

해상에서 유류오염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장, 양식장 등 수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

리나라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IOPC Fund)에 가입한 ‘93년 3월부터 ’99년 9월말 현재

까지 12건의 유류오염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IOPC에 가입한 이래 세계에서 2~3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IOPC 가입 이후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방제비용은 99%

의 배상율을 기록하였으나 수산피해의 배상율은 평균 18.2%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차적으

로 어민들이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액을 청구한데 있으나, 평상시 비계통판매 등 관

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 유통과정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산피해조

사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도 있으며, IOPC의 보상은 철저하게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

에만 보상하므로 피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기술을 개발하고 피해평가를 정확

히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해양오염발생시에는 사고를 

낸 회사를 상대로 국가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피해청구권이다.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경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과학적으로 피해를 입증해야만 비로소 가해자측에 피해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유류오염사고시 생태계 피해조사는 세가지 방식으로 판단 및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사고전의 오

염수준과 사고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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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서, 사고 전후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매년 전국 연안의 유류 오염 다발·우심 해역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9~’96년 사이에 1 kl이상 유출사고 185건 중 남해권역에서 절반 가량인 48%가 발생했다. 이

러한 사고발생 추이로 판단할 때 이 지역에서 대규모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우선적으로 종합적

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해권역과 동해권역은 각각 27%, 25%의 사고 발생율을 기

록하므로 남해권역에서 조사가 완결된 후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권역별 

조사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실효가 없고, 사고다발지역인 광양만, 부산, 경기만, 그리고 울산만 지

역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한다.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출사고 초기의 직접적인 피해와 수개월에서부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생태계 피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생물피해는 기름과의 접촉

이나 독성이 큰 용해성 기름성분에 의한 치사효과, 그리고 기름 냄새 등에 의한 수산물의 상품가

치하락을 꼽을 수 있다. 유류중에 들어 있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환경에 유입되면 소

멸되지 않고 생물농축되는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이들중에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도 함유돼 있

다. 이 발암물질중의 하나인 벤조[a]피렌은 비오염해역보다는 유류오염해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게 보통이다. 참고로 식품중의 벤조[a]피렌 함량은 새우의 경우 비오염

해역에서는 최고 0.5 ppb, 오염해역에서는 최고 90 ppb 정도이며, 훈제생선은 최고 60 ppb 정도

이다. 

유류는 비록 극미량이라도 음식물에 들어 있으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또 먹을 경우 속이 메시껍

고 거북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유류유출해역

에서는 수산물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수산물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되어 어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후 오염된 상업적인 어패류의 경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

으로 훈련된 미각, 후각 시험요원들에 의해 지속적인 검사가 실시되어야하므로 국내에서도 후각 

시험 인원의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되어온 다양한 화학적, 생물학적 피

해조사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현재 외국에서 적용중인 기법을 국내에서도 확립하여 종합적인 

피해조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미확보 분석기술인 첨단 유지문기

법, 어류 담즙내의 개별 대사산물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기술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확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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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본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험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기름 오염 피해배상을 원활하

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

물을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및 외국의 피해보상사례 등을 중점 검토

하여 유류오염 손해입증과 관련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기름

유출 규모별 지원체제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제도에 관한 국제법, 국내법 등을 비교·분

석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외 유류오염 어업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입증을 위한 제도 및 어업피해 배상율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 유출사고 피해 입증과 관련된 국내 연구기관의 조사 분석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

상시키고,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해역의 기초 자료(background data)를 확보하여 기름 유

출사고 발생시, 우리의 기술력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모든 피해

입증 과정의 기초는 기름 성분을 식별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기금이나 보

험사는 피해와 유출사고와의 관련성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에만 배상을 하므로 유출유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기름 성분의 정밀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오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유지문기법을 표준화하고, 

바이오마커, GCxGC, 동위원소질량분석기 응용기술과 같은 첨단 유지문기법들과 수산물 피해 

입증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주요항만들을 포함한 5개 해역들에 대

한 유류계 PAHs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유

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2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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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제 1 절 국내외 유류오염 배상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박을 이용한 석유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

해지고 있다. 해양오염은 환경 자체의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어장이나 양식장 같

은 어업피해, 관광손실, 재산손실, 방제비용의 지출 등의 손해를 가져온다. 

해양에서의 유류오염사고는 크게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유출과 기타 일반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부터의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사고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유조선에서 유출 또는 방출된 유류로 인

한 해양환경의 오염은 그 환경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발생 또한 빈발하므로 일찍부터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

게 된 계기는 1967년 3월 18일 발생한 라이베리아 유조선 토리 캐년(Torry Canyon) 호 좌초 사

고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
1)
는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사전적 장치로서 1973/19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제정하였다. 또한 사후적 손해배상제

도로서 유조선에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1969년 민사책임협약
2)
과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

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화주(정유회사)가 조성한 기금으로 추가 보상하도록 하는 1971년 국제기금

협약을 제정하였다.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3)
에 대하여는 1976년, 1984년, 

1992년 및 2002년 개정의정서
4)
가 채택되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손해와 기름 이외의 유해 위험 물질이 해양에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이러한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체제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

장법(유배법)을 제정하여 10년 넘게 운용해 오고 있으며,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
5)
의 분담

금 납부 순위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손해 중 방제비용을 제외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은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

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1)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 런던에 있는 영국의 유일한 UN 산하기구로  

    IOPC Fund 회의가 열리고 있음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3)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4) Protocol of 1992(2000)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5)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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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국제기금의 보상정책과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

리 그리고 국내 어업현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손해배상

률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낮은 손해배상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

상시킴으로써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및 해양환경의 복구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우리나라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포함)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

산물, 어구 등이 오염된 경우 피해 어민 등은 국제간에 이루어진 협약(조약) 및 관련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협약

1.1.1. 체계의 개관

  해양오염사고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다. 먼저 기름에 의한 오염과 기타 유해 위험

물질(예컨대 독성 화학물)에 의한 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기름에 의한 오염은 다시 선박에서 기름

이 유출되는 경우와 선박 이외의 송유관, 육상저장탱크 같은 해양시설물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

우도 있다. 이 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이 오염되고 그로 인하여 어업피해 등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국제협약을 제

정하지 않고, 발생빈도와 규모의 심각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제협약을 제정해 왔다. 첫째 유조선

으로부터 원유나 중유 같은 지속성 유류가 유출된 경우에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적

용된다.
6)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유조선 선주들의 책임을 규정한 것을 민사책임협약이라고 하고 

화주(정유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을 국제기금협약이라고 한다. 둘째 유조선으로부터 휘발유, 경

유, 등유 같은 비지속성 화물유가 유출된 경우에는 HNS 협약
7)
이 적용된다. 셋째 유조선 이외의 

어선, 화물선 등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오염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연료유민

사책임협약이 적용된다.

6) 본 연구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중에서 유조선으로부터의 지속성 유류 유출에 의한 

    오염손해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1996. 

    (1996년 유해·위험물질의 해상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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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국제협약 체계

협약 적용대상 책임의 성질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

유조선으로부터의 지속성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손해
무과실책임

연료유민사책임협약 

(Bunker 협약)

비유조선으로부터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
무과실책임

소형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 협정

(STOPIA)

유조선으로부터의 지속성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손해
무과실책임

유해ㆍ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및보상협약 

(HNS 협약)

유조선으로부터의 비지속성 화물유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
무과실책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이들 협약은 책임의 주체, 책임한도액, 화주에 의한 2차적 보상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양의 기름이 유출되었더라도 오염원인 기름

과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다르고, 그 결과 책임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사법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한 엄격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서는 모두 동일하다. 즉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그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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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전보에 대한 국제협약

1.2.1.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가. 성립 및 개정 경위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년 호 사고
8)
를 계기로 UN 산하 정부간 해사협의기구(IMCO)

9)
와 국제해

법회(CMI)
10)

의 주도하에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각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을 정비하

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각각 성립되었다.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하여는 1976년, 1984년, 1992년, 2000년에 

각 개정의정서가 성립하였고, 이들 중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대한 1976년 개정의정서와 1992

년 개정의정서, 2000년 개정의정서 및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1992년 개정의정서와 2000

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 1969년 민사책임협약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민사책임협약에 의거하여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

(실질적으로 그의 보험자)가 제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책임의 주체

  여기에서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선박을 실제 소유한 자를 말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이외에 나용선자, 정

기용선자, 또는 선장 등 선박소유자의 피용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

에 대한 관계에서 일단 모든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집중시켜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에 따른 분쟁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8) 이 사건은 1967년 3월 18일 라이베리아 선적 토리 캐년호(118,285 DWT)가 영국 남서부의 랜드 

    엔드(Lands End) 부근을 항해 중 항해과실로 세븐 스톤(Seven Stone)이라 부르는 암초와 충돌

    하여 원유 약 60,000톤 정도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

    여 영국 해군기가 출격하여 본선에 남아 있는 잔유를 소각시켰으나 유출유는 영국 남부 해안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브르타뉴(Bretagne) 해안에까지 확산되어 어패류의 피해는 물론 다수의 바다새

    가 떼죽음을 당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 양국 정부는 유류제거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고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각각 미화 850만 달러와 750만 달러의 합께 1600만 달러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사고의 처리 및 손해배상청구가 해결되는 데에는 2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토리 캐년호 선박소유자와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여려 차례의 절충

    을 거쳐서 선박소유자가 양국 정부에게 총액 30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양국은 이 금액을 절반씩 나

    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 개인보상으로는 2.5만 파운드를 부가하였다.

9) Internation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10) Committee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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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원칙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은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

관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이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3조 제1항). 

민사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을 무과실책임으로 수정함으로

써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

는 그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쟁,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

하는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3) 책임의 제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사고 선박의 총톤수(기관실 포함)를 기준으로 선박 1톤당 2,000프랑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한 사고 당 책임제한액의 최고한도는 2억 1천만프랑을 초과할 수 없

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3조 제3항, 제5조).
11)

 이 금액은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에 비하여 

두 배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4) 강제보험제도

  선박소유자가 협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어

야만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톤 이상의 산적유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유

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일반적으로 P&I Club에 부보)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험

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7조).

11) 금프랑은 1976년 개정의정서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R’이라 한다)로 환산되어 상기의 금액은 133 SDR과

    1400만 SDR로 각각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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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의거하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2차적 보상을 위하여 

1971년 국제기금 (IOPC Fund)이 설치되었다. 국제기금조약에 가입한 국가, 즉 협약국의 유

류오염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

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은 시혜적

인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과 관련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은 국제기금은 ①민사책임협약 상 선박소유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②선박소유자와 보험자가 재정 곤란으로 전액을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③손해가 민사

책임협약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주책임액과 합산하여 최고 6,000

만 SDR까지 보상을 해준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4조 제1항). 또한 1971년 국제기금은 선

박소유자 또는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전보해 줌으로써, 선박소유

자나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일부 면제하고 있다.
12) 

국제기금은 석유업계로부터 징수

한 분담금을 보상의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선박으로부터 특정 유류를 1년간 15만톤 

이상 수령한 자는 국제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2.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13)

가. 채택 배경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대형 사고 발생시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

제기금협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액만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 하다는 사실이 1978년 아모

코 카디즈(Amoco Cadiz)호 사고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배상금에 대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부담비율이 화주에게 과중되어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에서 1984년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1990년 독자적으로 유류오염에 대한 국내입법을 제정함으로써 1984년 개정

의정서의 발효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발효요건을 완화하여 1992년 개정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1992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종래 이들 협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발

적으로 운영되던 국제민간협정인 토밸럽(TOVALOP)과 크리스탈(CRISTAL)은 폐지되었다.

12) 다만 선박소유자가 국제기금을 상대로 전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973/1978년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73/1978년 MARPOL), ‘1974/1978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1971년 국제기금협약 

    제5조 제1항). 이 제도를 ‘Roll Back System’이라고 하는데,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는 폐지

    되었다.

13)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1992년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개정된 협약을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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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책임의 주체, 책임의 원칙, 책임제한제도, 

강제보험제도 등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과 동일

하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 및 책임한도액 등 몇몇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적용대상 선박

  1969년 민사책임협약은 지속성 유류를 산적(散積) 상태로 실제로 운송 중에 있는 유조선

(적재 유조선)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1항). 이에 대하여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공선항해(空船航海)중인 유조선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유류 화물

뿐만 아니라 석탄, 광물, 곡물 등을 운송하는 겸용선인 경우에도 선박 안에 산적유류를 화물

로서 실제로 운송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잔유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으로써 선박의 범

위가 확대되었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1항).

(2) 적용대상 유류

  1969년 민사책임협약은 적용대상 유류에 고래 기름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1992년 민사

책임협약에서는 이를 제외함으로써 1971년 국제기금협약상의 유류와 일치시켰다. 그러나 여

전히 지속성 유류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비지속성 유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1992년 민사

책임협약 제1조 제5항).   

(3) 적용대상 손해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손해의 유형에 종래 논란이 많았던 환경손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다. 즉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이외에 환경훼손에 대한 배상은 실제로 취하여졌거

나 취할 합리적인 원상회복비용에 한정시키고 있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 (a) 단

서). 또한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서는 기름이 유출된 후에 취한 조치만이 방제조치비용으로 

배상되는 반면에,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중대하고 긴박한 유류오염손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유출 전에 취한 사전예방조치도 배상함으로써 방제조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

었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8항). 

(4) 장소적 범위

  1969년 민사책임협약 체제에서 협약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만 적

용되던 장소적 적용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12)

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방제조치에 대

해서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배상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

2조).

14)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협약국이 결정한 그 국가의 영해

    에 접속 또는 비접속된 수역으로서 그 국가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基線)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확정된 해역이 법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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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인상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①총톤수 5,000

톤 이하의 선박 : 300만SDR, ②총톤수 5,000톤 초과 선박 : 300만SDR에 초과된 톤당 

420SDR을 곱한 금액을 더한 총액으로 하였다. ③최대배상한도: 5,970만SDR로 정하였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5조 제1항). 책임한도액의 최저 한도액과 최고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이러한 태도는 책임한도액의 최고 한도액만을 정한 채 책임한도액을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톤수 비례방식에 의하여 정하던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차이가 있다.

(6) 책임제한배제사유의 개정

  1969년 민사책임협약은 사고가 선박소유자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

5조 제2항),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서는 이를 ‘당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행해지거나 

당해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해진 선박소유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5조 제2항). 

(7)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인상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포함하여 1억 3,500만SDR까지로 인상하였다(1992년 국제기금

협약 제4조 제4항 (a)). 이 금액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협약국 가운데 3개국의 연간 분담

유 총수량이 6억톤 이상이 되면 2억SDR로 인상된다(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4항 (c)).

(8) 선박소유자에 대한 전보제도 폐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보상한도액을 인상하면서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의하여 선박소

유자의 책임이 증가된 부분의 일부를 1971년 국제기금에서 전보해 주던 제도, 즉 roll back 

system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그 자체가 

순수한 선박소유자 책임으로 되었다.

(9) 발효요건의 완화

  1992년 개정의정서는 그때까지 미 발효하고 있던 1984년 개정의정서의 조기 발효에 가장 

큰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1984년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발효요건을 

완화하였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발효요건은 1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그 중 유조선 선대 

100만톤 이상 보유국이 4개국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1992년 민

사책임협약 제13조 제1항).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발효요건은 8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기금

분담의무자의 전년도 분담유(分擔油) 총 수령량이 4억 5천만톤 이상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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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30조 제1항).

한편 1997년 2월 1일 나호드카(Nakhodka)호 사고와 1999년 12월 12일 에리카(Erika)호 

사고를 계기로 책임한도액 인상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2000년 10월 16

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 82차 법률위원회에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

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50.37% 인상하는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2년 5월 1일 국제적

으로 수락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2.3. 유조선으로부터의 비지속성 유류유출에 대한 국제협약

가. 성립 경위

  국제해사기구는 1996년 5월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오염손해의 배상을 

위한 HNS 협약을 제정하였다. HNS 협약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상의 민사배상 및 보상책임제도를 기본 모델로 하여 작성되었다. 즉 유해�위험물질을 운송하

는 선박소유자가 1차적으로 엄격책임을 부담하며, 유해�위험물질을 수령하는 화주가 지급하

는 분담금에 의하여 조성된 HNS 기금에 의한 2차 보상이 이루어지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

도액에 대한 강제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손해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과 국제기금의 책임에 관한 협약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HNS 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HNS 기금의 책임을 하나의 협약에 규정한 것이 

특색이다.

나. 주요 내용

  HNS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HNS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주정이며, 적용대상 물질은 

화물로 운송되는 유해�위험물질이다. HNS 협약은 유해�위험물질에 대하여 협약 자체에서 규

정하지 않고 그러한 물질들에 대하여 규정한 기존의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정을 언급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HNS 협약 제1조 제6항). 다만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및 그 개정의정서의 적용 대상인 유류는 제외되므로, 유조선으로부터 화물로 운송중인 비지

속성 유류가 유출된 경우에는 HNS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HNS 협약에서 배상되는 손해는 유해�위험물질의 선박운송과 관련하여 선박의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 환경오염손해 및 방제비

용이다(HNS 협약 제1조 제6항). 

셋째, 선박소유자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1억SDR이고 HNS 기금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2억 5

천만SDR로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의 책임한도액에 비하여 높

은 편이다(HNS 협약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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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비유조선의 연료유 유출에 대한 국제협약(일명 Bunker 협약안)

가. 성립 경위

  현재까지 선박과 관련한 유류오염 피해방지 및 배상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유조선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유조선에만 초점을 맞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볼 때는 동일한 기름으로 인하여 오염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상 여부가 기름을 

유출한 선박이나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서 유출된 연료유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또는 일반화물선

에 의한 오염피해가 소형 유조선의 화물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

고로 인한 손해는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

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개최된 IMO 제74차 법률위원회에서 연료유 유출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2001년 3월 23일 영국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연료유 민사책

임협약을 채택하였다. 연료유 민사책임협약은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주의, 책임제한제도, 강

제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기존 협약들과 동일하다.

나. 주요 내용

  연료유 민사책임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 대상 선박은 모든 형태의 항

해선 및 해상수송용 주정으로서, 여기에는 컨테이너선·화물선·여객선은 물론 어선도 포함된

다. 또한 HNS 협약의 적용대상인 LNG선·LPG선·석유화학제품선 등도 모두 적용대상이지

만, 1969/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적용을 받는 유조선은 제외된다.

둘째, 적용 대상 물질인 연료유는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

는 광물성 탄화수소유(윤활유 포함)로서, 지속성 유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지속성 유

류도 포함된다. 동 협약의 적용대상인 오염손해의 범위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동일하다. 

셋째, 민사책임협약 및 HNS 협약은 등록 선주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동 협약은 

책임의 주체에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나용선자, 선박의 관리인 및 운항자를 포함시키고 있

다(연료유민사책임협약 제1조). 그 이유는 민사책임협약이나 HNS 협약은 국제기금에 의한 2

차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연료유 민사책임협약에는 이러한 2차적 보상제도가 없으므

로 가급적 책임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동 협약은 민사책임협약이나 HNS 협약과 같이 독자적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를 두지 않고 이를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 또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연료유민

사책임협약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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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동 협약은 1976년 선주책임제한협약 또는 국내법 등에 따른 책임한도액의 보장을 위

하여 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강제보험가입 대상 선박은 총톤수 1,000톤 이상인 선

박에 한정된다. 다만 강제보험의 가입주체는 협약에서 인정된 책임의 주체 중에서 등록선주

로 한정되며
15)

, 등록선주는 배상 후 나용선자, 선박의 관리인 및 운항자 등 기타 책임 당사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5. 소형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 협정(STOPIA)

가. 성립 경위

  현행 국제협약은 그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한 이래 매년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초기의 주요 

논점은 협약 개정절차, 2,000톤 미만 선박의 보험가입 강제, 유류수령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한 제재방안, 선박의 정의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

들이었다. 그러나 2003 보충기금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선주와 화주의 유류오염피해보상에 

대한 책임 분담문제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현행 국제협약체제는 선주와 화주의 유류오염손해

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지난 30년간 발생

한 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선주와 화주의 보상비율이 53%와 47%로 거

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3 보충기금협약의 제정으로 그 균형이 깨어졌

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주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제협약의 보상

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2003 보충기금협약 체약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목진

용, 2006).

나. 주요 내용

  1992 국제기금과 국제P&I그룹은 2003 보충기금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한 2005년 3월부

터 이 협약 체약국에게 STOPIA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도 STOPIA는 기존의 협정을 일

부 개정한 것이다. STOPIA 200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의 대상선박(Relevant Ships)은 국제P&I그룹의 회원이면서 풀 협정(Pooling 

arrangements)에 가입해 있는 P&I클럽에 부보하고 있는 29,548톤 이하의 선박이다. 국제

P&I클럽이지만 국제그룹의 풀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한 선박은 국제P&I그룹과 별도의 협정

15) 협약의 초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강제보험의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책임의 주체 모두를 강제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연료유민사책임협약상의 책

    임에 대한 보험은 주로 P&I 클럽에 의해 인수될 것인데 선박소유자 이외에 그 확정이 곤란한 나용

    선자, 선박관리인 또는 운항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P&I 클럽이 인수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

    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IMO 법률위원회 제79차 회의에서 피보험자는 등록선주로 하되 

    그 이외의 책임 주체도 이러한 보험을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제안하는 현재의 협약 내용을 제안하여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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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여야 적용대상 선박이 된다. 둘째, 협정의 적용범위는 1992 CLC와 1992 FC에 모

두 가입한 국가에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1992 CLC

만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손해 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대상선박의 선주가 1992 IOPC Fund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최고 2,000만SDR까지이며, 보

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1992 CLC와 동일하다(그림 2-1-1). 넷째, 1992 유류오염보상기금의 

권리로 1992 유류오염 보상기금은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에 대해 P&I클럽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1992 CLC에서 유류오염피해자가 P&I클럽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2-1-1.  STOPIA 적용에 따른 92 CLC 및 FC의 보상 한도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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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국내법

1.3.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가. 성립 경위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18일에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가입하여 1979년 3월 18일부터 위 협

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1992년 12월 8일에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대한 1976

년 개정의정서와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이들 협약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으로서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2호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다(1993

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후 1997년 3월 7일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각각의 1992년 개정

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들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성립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사

기구(IMO)에서 2000년 10월 16-20일 개최된 제 82차 법률위원회에서 책임한도액의 50.37% 인

상을 내용으로 하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

었고, 2002년 5월 1일 국제적으로 수락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

로 수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11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개정법

률을 통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유조선 이외 일반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선박연료유협약(In-

ternation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이 국제적으로 

2008년 11월 21일 발효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8월 수락, 11월 발효되었다. 국내 발효 이전 

해당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해당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발생한 에리카호 유류오염 사고이후 피해액이 1992CLC/FC의 보상한도를 초과

함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를 계기로 2003년 

런던에서 1992 국제기금협약의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국내에서

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추정 피해규모가 1992CLC/FC의 보상한도액을 훨씬 초과함에 따

라 추가기금 가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도 

2009년 5월  27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추가기금협약에 2010년 5월 6일 가입하고 8월 6일에 발효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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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18일에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가입하여 1979년 3월 18일부터 위 협

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1992년 12월 8일에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대한 1976

년 개정의

표 2-1-2.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국내법 체계

국내법 적용대상 책임의 성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조선 등 선박의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손해
무과실책임

수산업법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면허어업의 피해(입법 미비)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입법 중의 기본법

(선언적 규정)
무과실책임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수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유류오염손해
과실책임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1992년의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해운 현실을 감안하여 협약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16)

 우

리 법체계상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들 양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하게 될 것

이다.
17)

 이하에서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국제협약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16) 국제협약과 차이가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중에는 해양오염 피해자를 더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 이외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 등과 같이 협약 내용을 번역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도 있다.

17) 오늘날 국제협약에 위반된 국내법은 국가책임의 발생원인이 되고 국가는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협

    약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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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의 주체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만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우리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은 선박소유자 외에 나용선자를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제2항). 원래 1992년 민사책

임협약이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로 단일화한 것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의 주

체를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켜 손해배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선박소유자 이외에 나용선자도 책임의 주체에 포함시킨 데 대하여는 견해가 대

립되고 있다.

라. 강제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선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적선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유조선, 혹

은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경우

와 외국적선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적재한 유조선, 혹은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

박이 국내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국내의 유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

고 그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즉 1992년 민

사책임협약이 강제보험 가입 대상을 20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써 운송하는 선박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소형 유조선주들에게도 강제보험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의 배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이로 인한 소형 유조선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

하여 1992년 민사책임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날인 1997년 7월 13일부터 3년 동안은 톤당 

420SDR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바 있다(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 부칙 제2항).

마. 선박우선특권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오염손해로 인한 채권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이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국내법에서

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섭외사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

위는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오염손해와 관련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

지 않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 야기한 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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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민사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그리고 유배법의 주요내용 비교

69 CLC

(75. 6.19 발효)

71FC

(78. 10. 16 발효)

92 CLC

(96. 5. 30 발효)

92 FC

(96. 5. 30 발효)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책임주체
(기금분담자)

등록선주 또는 
소유자

유류 수령자(연간 
15만톤 이상)

등록선주 또는 
소유자(구상이 
불가능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유류 수령자(연간 
15만톤 이상)

등록선주 또는 
소유자 이외에 
나용선자 포함

대상선박

유류를 살물로 
수송하는 
해상항행선박(단, 
국공유선 제외)

좌동

공선상태의 
유조선, 겸용선
(잔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추가

좌동
유조선, 
일반선박, 
유류저장부선

유    류
원유, 중유, 
윤활유, 고래기금 
등의 지속성유

좌동 단, 제외. 
분담유는 원유, 
중질의 중유

원유, 중유, 
윤활유 등의 
속성탄화수소계 
광물유

좌동(분담유는 71 
FC와 동일)

지속성유, 연료유

손해유형

수송중의 
선박으로부터 
유출에 의한 
오염손실 
또는 손해, 
방지조치비용 
및 조치에 의한 
손실, 손해를 
포함

좌동

CLC에 단서추가
(단, 환경파괴에 
의한 이익의 상실 
이외의 보상을 
실제, 합리적 
회복조치비용에 
한정함)

좌동 좌동

장소적
적용범위

협약국의 영해 좌동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좌동 좌동

강제보험

2,000톤을 
초과하는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소유자

배출자는 보험과 
관계없음

69 CLC와 동일 71 FC와 동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소유자
1천톤 이상 
일반선박, 
200톤이상 
유류저장부선

책임의 성질 엄격책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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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CLC

(75. 6.19 발효)

71FC

(78. 10. 16 발효)

92 CLC

(96. 5. 30 발효)

92 FC

(96. 5. 30 발효)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면책사유

(1) 전쟁, 내란,  
     폭동
(2) 천재지변
(3) 제3자의 고의
(4)항행보조
    시설의  관할
    기관의 과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책임제한
배제사유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좌동
고의 또는 그에 
준한 무모한 행위

좌동 좌동

책임한도액
최소 2,000프랑
(133SDR)/협약톤
최대 1,400만
SDR

(1) 제3자보상: 9
억프랑 (6,000만
SDR)
(2) 선주보상: 
500프랑
   (33.3SDR)/
협약톤  최대 
8,500만프랑
   (567만SDR)

5,000톤이하: 
451만SDR
5,000톤초과: 
451만
  +(631SDR×
톤당).
최대 8,977만
SDR

제1단계: 1억500
만SDR

제2단계: 2억300
만SDR

5,000톤 
이하:451만SDR
5,000톤 초과: 
451만+
     (631SDR×
톤당) 92편드 2억 
300만SDR,
추가기금7억 5
천만SDR
※ 선박우선특권 
인정

한도액의
개정요건

규정없음

3/4 이상의 
다수결 당초 4.5
억프랑, 2배이상 
가능

2/3 이상의 
다수결. 단, 
동결기간 5년, 
연율6%이내, 
한도액의 3배 
이내

좌동 규정없음

발효요건
8개국(100
만총톤을 보유한 
5개국 포함)

8개국 7.5억톤
10개국(100
만총톤을 보유한 
4개국 포함)

8개국 가입 및 
분담유수령량 4.5
억톤. 단, 7.5
억톤시 CLC/FC 
폐기

규정없음

계산단위
금프랑에서 SDR
로

좌동 SDR 좌동 좌동

톤단위 협약톤 좌동
총톤(69년 
톤수협약)

좌동 좌동

분담률상한제
(capping 
system)

규정없음 좌동 좌동

분담유수령량이 
7억 5천만톤에 
달하거나 92
협약발효후 5
년중 빠른 날까지 
한 협약국의 
분담률이 27.5%
를 초과 못함

규정없음

** 해운산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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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산업법

  수산업법은 선박이나 기타 해양시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면허를 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발생 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 제82조 제1항).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선박 등 오염발생시설

의 경영자에게 수질오염으로 인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그 청구절차나 손해액의 결정, 책임제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박소유자 등은 상법이나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 등의 기타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산업법상의 책임의 주체

인 선박 경영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책임의 성질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과 책임의 주

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3.3. 환경정책기본법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장의 

개념이나 책임의 주체인 사업주, 배상하여야 할 피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 규정인지 단순한 선언적 규

정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위 무과실책임 규정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

박 중인 선박을 타 선박이 충돌하여 정박 중인 선박(사고 선박)에서 연료유가 유출되었다고 가정

하자. 사고 선박이 유조선인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결과 정박 중인 선박

에 전혀 충돌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고 선

박이 어선인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박소유자 측의 과실도 없으

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만일 환경정책기본

법 제31조를 선언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경우에도 무과실책임에 관한 

위 규정에 직접 근거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입법 중의 기본법으로서, 위 무과실책임규정은 단순히 환경피해의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

다.

1.3.4. 민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면허어업의 피해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선박경영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

고 있다. 환경오염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일반 조항도 있다. 그

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법상 구체적 절차 조항이 미비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선언적 성

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또한 선박소유자 등은 상법해상 편에 규정된 책임제한을 주장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화물선 등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P & I 보험에 가입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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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그 제거비용을 담보시키고 있으므로 사고 선박이 P & I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조

선이 아닌 경우에도 그로부터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4. 미국의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1.4.1. 성립 경위

  미국은 액슨 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0년에 국제협약체제와 별도로 독자적인 국내 입법인 유

류오염법(OPA)
18)

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유류오염법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엄격책임으로 구

성하고,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강제보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신탁기금에 의한 2차 

보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체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책임의 주

체·적용 대상·배상 범위가 협약에 비하여 광범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환경입법

으로 평가된다. 

1.4.2. 주요 내용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법적 규정 이외에 국가관리계획이나 이중선체요건 등 사고예

방을 위한 제반 조치 및 벌금에 관한 공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

유자, 운항자(operator) 및 나용선자로 규정하고, 이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적용 대상 선박이 유조선에 한정되지 않고 화물선, 어선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선박과 기타 해

양시설에 적용되며, 지속성 유류 이외에 비지속성 유류에도 적용되며 유류오염손해의 청구 범위

가 협약에 비하여 광범위하다. 즉 협약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연자원 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등을 청구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매

우 광범위한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

고 있다. 또한 각 주는 연방법인 유류오염법의 규정과 다른 입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알라스카

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는 유류오염사건에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부인

하고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4.3. CERCLA

  1980년 제96차 회기에서 “초기금(Superfund) 법안”은 연방정부, 주(州)정부, 업계 등의 비

상한 관심 아래 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안은 유류오염문제를 다룬 법안(“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Act”)과 유류를 제외한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문제를 다룬 법

안(“Hazardous Waste Containment Act” 및 “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Act”)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회기 막바지에 이 중에서 유해물질의 오염문제를 다룬 “긴급 환

경대응법(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Act)”을 다소 수정한 법안인 환경오염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배상 및 책임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18) 1990 Oil Poll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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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 11월 24일 및 12월 각각 상�하원을 통과하고 12월 11일 

Carter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공법 96-510호(Public Law No. 96-510)로 탄생되었다. 

동 법은 크게 ①유해물질 배출, 책임 및 보상, ②유해물질 대응재원으로서 유해물질의 대응을 위

한 신탁기금, ③제 규칙, ④오염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경은 ①

가항수역과 그 인접수역 및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Magnesia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의하여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에 속하는 해양수역, ②미국 관할에 속하는 

지표수, 지하수, 식수원, 지면이나 지하 또는 대기이다.

또한 보상의 범위인 유출된 유해물에 대한 연방, 주 또는 인디안 부족이 부담한 모든 방제비용, 국

가긴급방제계획에 따라 제3자가 행한 방제작업비용이다. 또한 자연자원의 손상, 파괴 또는 손실

에 대한 손해배상액(평가를 위한 비용 포함)과 이 법 제960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오염지역의 목

록조사나 감염자의 치료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자원은 미

연방, 주정부, 외국정부 및 인디안 부족이 관리하는 토지, 어류, 야생생물, 공기, 용수, 지하수, 식

수원, 그리고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원을 말한다. 

환경오염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배상 및 책임에 관한 법의 책임의 주체는 ①선박이나 시설물(fa-

cility)의 소유자(owner) 또는 사업자(operator), ②특정 유해물 처분 시 그 처분시설의 소유자, 

③유해물질 처리 및 운송계약체결자, ④유해물질을 운송하기 위해 인수하고 있는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은 수질오염방지법 제311조 제2항 제2호(가)목에 지정된 물질 및 제1307조 제1

항의 목록에 수록된 물질, 이 법 제9602조에 의해 지정된 성분�화합물�혼합물�용해물, 고형폐기

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에 의한 유해물,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제112조에 규

정한 목록의 물질, 환경보호청장이 유해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 급박한 유해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안 부족은 그 관할 내에 있는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 선박 또는 시설로부

터 발생한 유출 또는 그 가능성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

을 때에는 기금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탁자가 손상된 자연자원의 원상

회복, 재생, 대체를 위해 노력한 비용과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자연자원의 단기 및 장기적인 손상

에 대한 평가비용 등이다.

1.4.4. OPA ‘90

가. OPA ‘90의 제정배경

  미 의회는 1989년 3월 알래스카 해안에 좌초하여 25만 배럴의 원유를 유출시킨 엑슨 발데즈

(Exon Valdez)호의 초대형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수년 동안 논란을 벌여온 선박 등에 대한 유류

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책임 및 배상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0년 7월 

미 상하원 합동법안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유류오염에 관한 종합법안 제정과 관

련한 의견을 조정하고, 이 법안을 1990년 유류오염법(OPA ‘90: Oil Pollution Act, 1990)으로 

명명하였다. 이 법은 동년 8월 18일 Bush미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률 101-380호(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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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101-380)로 정식 성립되었다.

이 법은 오랫동안 의회에서 논의되어 온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된 법률이

다. 그 주요 내용은 해양에서의 기름오염에 관한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관리, 교육훈련, 항로

관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미연방지 조치, 방제기자재나 인원의 배치 등을 포함한 사

고발생에 대비한 긴급 방제계획의 책정, 사고의 방지,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엑슨 발데즈

호 사고에 관련된 알래스카지역의 방제체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나. OPA ‘90의 해양환경손해 규정

  미국의 OPA ‘90은 국제협약보다 손해배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OPA ’90에 의하면 선박소유자 등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

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공수탁자로서 천연자원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여기서 천연자원에 대한 손해는 천연자원의 멸실, 천연자원에 입힌 손해 및 천연자원을 사

용하지 못하게 되는 비사용가치에 대한 손해를 포함한다. OPA ‘90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는 더 이상의 범위의 정의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무한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배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손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천연자원 : 천연자원에 대한 손상·손실로서 여기에는 천연자원의 원상회복, 복구, 대체 

등의 비용 이외에도 천연자원의 이용불만에 의한 손실이나 손해의 적정비용이 포함된다.

ⅱ)동산·부동산 :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말한

다.

ⅲ)생계수단 : 생계를 위해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 불가능하게 된 손해

로써 당해 자원을 소유 또는 관리여부를 불문한다.

ⅳ)공공수입 : 동산, 부동산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손상, 파괴, 손실에 의한 세금, 특허료, 

임대료, 수수료 등의 실질수익의 감소에 상당하는 전액

ⅴ)기대이익

ⅵ)ⅳ)와 같은 이유의 이익상실 또는 수입원의 손해

ⅶ)공공 서비스 비용 방제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유류의 유출에 따른 화재의 방지, 인명의 

안전, 건강의 유지 등에 의한 공공 서비스 비용의 증가분.

다.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연방규칙

  OPA ‘90은 상무성 산하 해양대기청(NOAA)이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연방규칙을 마련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대기청은 1980년 환경오염에 관한 종합적 대응, 

배상 및 책임에 관한 법(CERCLA)에 근거하여 마련한 규칙과 유사한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연방규칙을 제정하였다.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규칙은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

가치(bequest value) 등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택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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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그것의 사용선택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 

기꺼이 지급하려는 총금액이고, 존재가치는 자원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지급하

고자 하는 총액이며, 유산가치는 사후 후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려는 총액

을 말한다.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규칙의 목적은 사고결과로 손상된 천연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과 비용의 효율적인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규칙에서는 천연자원

과 서비스의 회복에 필요한 계획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 계획을 실행하거나 기금을 적

립하기 위한 천연자원손해의 산정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산정과 관련된 이해당

사자, 천연자원과 서비스상의 손해를 확인·검토하기 위한 산정절차의 범위, 적정한 범위의 대안 

중에서 회복조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천연자원손해의 평가를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즉, 수탁자가 복구를 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기간인 사전 평가단계, 수탁자가 잠정적 손해에 관한 정보를 검토해서 복구의 필요

성·형태·규모를 결정하는 기간인 복구계획단계, 그리고 수탁자의 복구이행을 보장하는 복구이

행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미국 유류오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ⅰ)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법적 규정 이외에 국가관리계획이나 이중선체요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벌금에 관한 공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ⅱ)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 운항자(operator) 및 나용선자로 규정하고, 연대책임을 인

정하고 있고,

ⅲ)유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화물선, 어선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선박과 기타 해양시설에 

적용되며, 지속성 유류 이외에 비지속성 유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ⅳ)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매우 광범위한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규정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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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주책임상호보험(P&I)19)

1.5.1. 의의

  선박의 운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해, 비용, 배상책임 등은 다양하여 일반 선박보험만

으로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측면에서 담보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다른 

물체와 접촉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선체잔해제거비용(船體殘骸除去費用), 선원의 사상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배상책임, 선하증권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

상책임 등은 선박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비용�배상책임 등을 선박소유자

나 용선자의 자체 부담으로 하여 무보험 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해운경영의 안정이란 기대할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상호 보호(protect)하고 보상(indemnify)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선주책임상호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통 P&I 보험으로 약칭되고, 이를 영위하는 선주

책임상호보험조합은 P&I Club으로 약칭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와 우리나라 선박소유자 대부분

이 P&I Club에 가입하고 있다.

1.5.2.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보상

가. 담보위험

  최근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류의 해상운송이 증가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P&I Club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무제한적으

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협약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책임이 

P&I Club에 의하여 담보된다. 각 P&I Club의 규정에는 그 담보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은 거의 동일하다.

즉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하여 P&I Club은 ①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

(Damages), ②유류오염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해진 방제비용(Clean-

up), ③정부 기타 유류오염을 방지, 감소시키는 기관의 명령에 의한 책임 또는 비용(Government 

Order), ④해양사고 구조자에 대한 특별보상금(Salvor’s special Compensation), ⑤기타 유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Fines) 등을 보상한다.
20)

19) Protection & Indemnity

20) United Kingdom P&I Club Rules 1993. section 12 and section 21.22. 이 규정은 유류오

    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민간협정인 TOVALOP과 CRISTAL이 폐지되기 이전의 것이나, 그 담보범위 

    중 TOVALOP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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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한도

  P&I Club의 담보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유류오염과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

액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시 재보험시장에서 부보 가능했던 미화 1440만 달러로 담보범위

를 제한하였다. 그 후 점차 액수가 증가하여 엑슨 발데즈호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90년 2월부터

는 미화 5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사고 당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P&I Club의 

보상책임은 방제비용, 물적 손해, 벌금, 구조비용 등을 포함하여 미화 5억 달러로 제한된다. 다만 

국제그룹에 속한 P&I Club의 경우 각 클럽 회원인 선박소유자의 개별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

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런던 시장에서 미화 2억 달러의 보험을 추가로 구입하여 제

공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의 전보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정책과 국내법의 비교

2.1. 총설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국제협약 중에서 1969/1992 민사책임협약과 1971/1992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이 두 조약을 하나로 묶어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모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위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동법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P&I 보험)와 국제기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유류유출사고가 이들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

음으로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사고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살인 행위의 원인을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살인자를 출산한 어머니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만큼, 민사 사건에서도 일정

한 선에서 배상 가능한 손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1971년 국제기금은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각 협약국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협약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편람(Claims Manual)을 만

들었고, 이 기준은 1992년 국제기금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또한 국제기금은 민사책임협약

에 의하여 배상이 되는 오염손해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결과적으

로 국제기금에서 만든 보상기준은 민사책임협약상 배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 된다. 따라서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에 의거

하여 청구를 한다면 P&I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는 청구된 손해액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의 성

립 요건과 배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국제기금에서 확립된 보상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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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2.2.1. 선박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더라도 선박으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대상이 아니다. 협약에서는 그 목적상 적용 대상인 선박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을 뿐 선

박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선박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사

회통념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사회통념상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데 사

용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이 개입되지 아니한 오염손해, 예를 들면 비행선, 

연안의 정유시설, 지상터미널의 송유관, 해저 유전 등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손해에는 협

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목적상 모든 선박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

은 정의를 통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1)

 이에 따르면 대상선박은 유조선, 일반선박, 유류저장

부선을 포함한다. 실제로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국제기금에서 많이 논의

되었다.

가. 유조선 

  협약에서 선박이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

조된 선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적용 대상 선박은 원칙적으로 유조선에 한정되고, 여객선·일반

화물선·어선 등은 제외된다. 다만 유류를 산적 상태로 운송해야 하므로 유조선이라도 탱크 또는 

유창(油艙)에 유류를 적재하지 않고 드럼통에 넣어 포장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유류를 산적운송하기 위한 유조선인 한 화물로서 유류를 적재하지 않고 공선항해(空船航

海, ballast voyage)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겸용선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그 배가 현실적

으로 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고 그 운송 후의 다음 항해 중 그 산적유류 운송의 잔재가 남아 있

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선박이라고 간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2년 민사책임협

약 제1조 제1항 단서). 즉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겸용선

(兼用船, combination carrier)도 포함된다. 이는 국제유류운송에서 석탄 기타 일반 화물과 유

류의 운송을 겸할 수 있는 겸용선이 다수 운용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다

만 겸용선의 경우에는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거나 전 항해의 유류 잔유물이 선박 내

에 남아 있어야 한다. 

한편 겸용선이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한 경우 그 후 어느 시점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다. 협약 원문에는 ‘그러한 운송에 따르는 모든 항해’(any voyage following such carriage)

라고 표현되어 있다. 협약 원문이 ‘운송 직후의 항해’(voyage immediately following such

21) Protection &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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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iage)라고 규정하지 않고 운송 후의 ‘모든 항해’(any voyage)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2

년 민사책임협약의 취지가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잔

존유가 선창에 남아 있는 한 유류 운송 후 모든 항해의 사고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부선(浮船, tanker barge) 

  예·부선 연계(曳·浮船 連繫) 운항에서와 같이 자체추진력이 없는 부선(tanker barge)이 선박으

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선이 협약에 규정된 선박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

다.
 
 우리나라의 광양만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사고 선박인 제5금동호가 유조부선으로

서 P&I Club과 국제기금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고 선박이 ‘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운송이라 함

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협약국은 .....산적유류

의 전 세계적인 해상 운송에 의해서 제기되는 오염의 위험을 인식하고...’라는 1969/1992년 민사

책임협약의 서문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제기금은 해상에 항상 정박 중이거나 장기

간 정박되어 있는 석유비축용 유조 바지선은 유류를 운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류를 저

장하기 위한 선박으로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라. 항해선

  선박이 항해선이어야 한다. ‘항해선’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어떤 선박을 항해선

으로 볼 것인지는 결국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항해선이란 호수·강·항만 이외

의 해역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여행하는 해상운항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수·강·항만만을 운

항하는 내수선(內水船)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해선이 항만 내에서 또는 강을 항해하는 도

중에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만, 전적으로 강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협

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난파선

  유조선이 해양사고를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全損, total loss)을 입은 경우에 이러한 

난파선으로부터의 유류유출에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해양사

고와 인접한 시간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이미 적용 대상인 선박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데 별로 의문이 없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후 난파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 이러한 난파선은 이미 선박으로서의 성질은 상실하고 단

지 폐기물에 불과하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은 부선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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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도선(櫓櫂船)

  우리 상법은 단정(短艇) 기타 주로 노도(櫓櫂)로 운전하는 선박을 적용 대상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741조). 협약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과연 노도선이 동법에 규정된 선박에 포

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현실적으로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려면 유조선이나 겸용선처럼 기술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는 점, 위 법제의 입법 배경이 유조선 등에 의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노도선은 제외된다고 본다.
23)

사. 공용선

  협약은 국가 소유 선박으로서 공용에 제공하는 선박(공용선)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용선에는 군함 및 국가 소유의 비상업적 선박이 포함될 것이다. ‘군함’이란 국가의 방위 목적

에 사용되는 각종 함선(艦船)을 뜻하며, ‘비상업적 선박’이란 국가 소유의 병원선, 탐사 및 조

사선, 훈련선, 경비선 등으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을 각각 의미한다.

2.2. 유류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기름

이어야 한다. 선박으로부터 화물유 또는 선용유가 유출되더라도 그 화학적 성질이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유인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된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5항). 

보통 ‘지속성 유류’(persistent oil)란 원유, 중유, 벙커C유, 연료유, 윤활유 등과 같이 해면상

에 엷은 유막을 형성하여 해안까지 이동하는 점성이 큰 기름으로서,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 

증류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섭씨 340도 이하에서 그 부피가 50%를 초과하여 남아 있

는 기름을 말한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휘발유, 항공유, 경디젤유, 등유, 동·

식물유 등 휘발성이 강하여 해면에 잔류하지 않거나, 유해한 잔존물을 남기지 않아 오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지속성 유류(非持續性 油類, non-persistent oil)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2.3. 오염손해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 사고로 피해자에게 오염손해가 발생하여야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 오염손해는 ①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②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 말한다.

유류오염손해의 유형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가해진 인체손해, 위자료, 피해자 소유의 물

23) 한편 공선항해 중인 유조선이 1969 민사책임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극히 드물겠지

     만 유류를 산적 상태로 운송하고 있는 노(oar, paddle)에 의해서 추진되는 구조물(artificial 

     contrivance)은 동 협약의 목적에 합치되는 선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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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재산손해, 해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방제조치비용, 

해양 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 자체의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

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이고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특히 각 협약국 수산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어업피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정에 따

라 국제기금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2.2.4. 인과관계

가. 인과관계의 존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일반 원칙이다.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가 협약 및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염된 해수의 경우에는 태

풍, 해일 등에 의한 자연정화능력이 높고 또한 씨 프린스호 사고에서와 같이 적조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과 같이 유류오염 이외의 원인이 개입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측

에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피해사실의 입증이 더욱 필요하다.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자는 단순히 사고 당시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발

생한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4)

 따라서 선박의 좌초 또는 충돌 등

으로 유류가 유출되면서 동시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난 경우에는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4)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이

     하 ‘ITOPF’라 한다)은 특정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가 결정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유출유의 샘플이 제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P&I 

     클럽들도 동일한 조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은 유조선 안의 유류에 대해 

     DNA 표시가 되는 것이나, 이는 유류업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또는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

     어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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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

고는 그 손해의 정도가 기후, 지형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입증

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환경오염 사건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

한 여러 이론이 등장하여 전통적인 법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25)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는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

정이 없다.
26)

 그러나 유류오염 소송에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학설 및 대법원 판례
27)

에 의하여 확

립된 개연성설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즉 유류오염사

고의 피해자는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

연성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5금동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

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배출된 유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한 물질 등

이 피해물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

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유류오염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 사실을 완화하였다.

25) 미국은 비록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78년의 United States v. 

     Chevron Oil Co. 사건에서 연방 제5항소법원은 기름이 유출된 후 수면에 광택(sheen)이 발견되

     면 유해한 정도의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면책을 주장하

     는 피고는 기름오염이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같은 주장을 번복하여야 한다.

26) 독일에서는 1990년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환경책임법은 여러 형

     태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

     한 포괄적인 책임법이다. 이 법은 환경오염의 종류를 토양․대기․수질오염에 한정하고 있고 법률이 

     열거한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책임법은 동법의 적

     용을 받는 시설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손해를 야기하기에 구체적으로 적합한 경우

     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서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특

     히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가해자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 그 오염

     물질이 피해자의 어장에 도달한 사실, 피해자의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 측

     이 배출한 오염물질 중에 피해자의 어장에 피해를 입힐 만한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또는 피

     해를 입힐 원인물질이 있더라도 그 농도가 피해를 입히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오염물질의 배출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개연성 정도의 입증에 

     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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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해자불명으로 인한 오염사고

  손해의 발생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복합원인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에서는 복

합원인에 대하여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복합원인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는 경합

하는 원인에 따라 ①다수의 가해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공동원인이 되어 환경오염피해를 발생

시키는 경우, ②가해자가 배출한 오염물질과 한파·적조·수온의 강하 같은 자연력이 공동 원인이 

되어 손해를 발생 내지 확대시키는 경우, ③가해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와 피해자의 행위공동원

인이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이 중에서 위 ①의 가해자 불명의 경우, 즉 선박이 2개 이상 

관련되어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선박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오염사고가 둘 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하고 손해가 어느 선박

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선박소유

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5조 제2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제2항). 

2.3.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배상범위

2.3.1. 문제의 소재

  위에서 살펴본 요건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P&I와 국

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배상될 수 있는 것은
28)

 아니

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해 청구가 배상 가능한 손해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기준

으로는 1차적으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상의 정의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조항

적인 협약의 규정만으로는 실제 사건의 해결에 불충분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협약국 법원

은 각국의 민법상의 손해배상법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손해배상법리 또한 나라마다 다소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국간에 그리고 피해자와 국제기금 사이에서 배상 가능한 손해의 유형 및 배상

액 산정에 관하여 종종 논쟁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

하는 주체는 P&I Club과 국제기금으로서, 이들의 보상 기준에 반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보상을 

거절한다. 대체로 P&I Club과 국제기금은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무상 국제기금이 손

28) 예를 들어 씨프린스 호 사고의 경우처럼 어업인이 입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인 어업인

     이 지정한 검정인과 선주의 보험자인 P & I 클럽 및 국제기금의 지정 조사인(surveyor)이 공동조

     사를 하였는데도 서로간의 피해 산정액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양측에서 선

     임한 검정인 및 조사인이 공정한 피해 사정을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유류오염손해를 입

     증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것이다. 따

     라서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염손해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통일

     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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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P&I Club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

기금의 보상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 협약국 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많

은 지지를 얻고 있으므로, 특히 국제기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배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

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및 정책은 청구편람(Claims Manual)과 

이제까지 청구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국제기금 집행위원회의 결정례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를 기초로 유류오염손해의 유형을 분류한다.

2.3.2.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가. 방제조치비용(Preventive Measures)

(1) 의의

  방제조치란 사고 후 오염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

치를 말한다(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7항).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서는 사고란 유류오염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을 포함시키고 있다(1992년 민사책

임협약 제1조 제8호). 따라서 선박이 해양사고를 당한 후 유류가 유출될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

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도 그 후에 유류가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방제조치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29)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사고 또는 선박이 유

류를 적재한 채로 침몰한 경우 등은 아직 유류의 유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

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보상기준

(가) 합리성의 요건

  어떠한 방제조치가 전보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방제조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그 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사고 장

소, 계절, 기상상황,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기름의 형태와 양 등 각 사고의 특

수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인 작업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의 조치가 합리적인 방제조치이다. 비록 

그 조치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진 당시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었

으면 위 요건은 충족된다. 방제조치 이외에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만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의 시장가격을 초과한 비용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보상되지 않을 것이다. 

 

29) 이에 반하여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서 사고란 오염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을 뜻하므로 선박이 해양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유류가 유출되지 아니하면 이는 동 협약상의 사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양사

     고의 발생 후 유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결과 유류유출이 방지되었다면 그러한 조

     치는 방제조치에 해당되지 않았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38 •

실무상 방제조치비용과 관련된 청구의 합리성 판단은 대부분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nter-

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ITOP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30)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방제비용 요율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하고 P&I Club 및 국제기금에 통보하고, 그들의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였다. 또

한 매일 방제작업 결과를 정부기관, 선박소유자, P&I Club에 통보하고, 방제조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한 결과 현재 해상에서의 방제비용은 조합 청구액의 거의 

100%를 보상받고 있다.

(나) 방제조치와 해양사고구조의 구별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 그 조치는 구조작업의 요소와 방

제조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제조치비용은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책

임보험자인 P&I Club과 국제기금에 의해 보상되는 반면 해양사고 구조료는 선박보험자에 의해 

보상된다. 따라서 방제조치와 해양사고 구조의 구별은 비용의 보상 주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금은 당해 조치의 주된 목적이 선박 또는 적하의 

구조였는지 아니면 오염손해의 방지였는지에 따라 이를 구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어떤 조치의 주된 목적이 해양사고의 구조(救助)였으나 결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한 경우 구

조료와 별도로 방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 3월 21일 이탈리

아 메시나해협에서 발생한 패트모스(Patmos)호 사고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법원은 당해 조치의 

주된 목적이 구조였으므로 구조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했다는 이유로 

구조료 이외에 방제조치비용을 보상받게 되면 이는 이중 보상이 되므로 방제조치비용을 보상받

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제기금도 주된 목적이 오염손해의 방지인 경우에만 방제조치비용으

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어떤 조치가 오염예방과 구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갖추었으나 확실하게 주된 목적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비용을 방제조치와 구조작업에 소요된 시간

과 비용을 감안하여 양자 사이에 분배한다. 방제조치로 간주되는 작업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구

조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지 않는다. 1990년 11월 영국에서 발생한 포트 필드호 사건에

서 1971년 국제기금은 방제작업을 위하여 추가된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하여 총비용의 3분의 2를 

방제조치비용으로 보상하였다. 만일 구조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과 방제조치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작업에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30) ITOPF는 TOVALOP 협정의 운영을 관장하기 위하여 런던에 설치된 기구이다. TOVALOP에 가

     입한 유조선 선주들이 ITOPF의 회원이 되는데, ITOPF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가입의사를 

     해당 P&I클럽에 통지하면 그 클럽에서 소정의 회원비를 가입케 하고 TOVALOP 가입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해준다. 현재 TOVALOP은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었으나 ITOPF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

     탕으로 방제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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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6년 8월 15일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발생한 융정1호 유류오염사고에서 좌초된 융정1

호에 대한 응급수리작업과 융정1호를 인양하는 작업에 대해 1971년 국제기금은 위 작업들은 선

박 및 화물에 대한 구조목적과 추가 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업비

용을 모두 목적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작업비용을 균분하여 50%

를 방제조치비용으로 인정하여 보상하였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정비용 

  국제기금은 민간 방제업체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방제비용도 보상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방제비용은 고정비용과 추가비용으로 구

분된다. 고정비용이란 정부나 공공단체가 당해 오염사고의 발생과 상관없이 어차피 지급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예컨대 방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통상임금, 방제작업선(防除作業船) 등 방제

장비의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추가비용이란 특정 유류유출사고와 관련된 조치에 

직접적·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컨대 유화제나 유흡착제(油吸着劑),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의 연료유와 같은 소모품비용, 방제작업 장비의 청소비용,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방제조치를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인 경우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한 경우 방제대책과 관련하여 조합이 지출하는 비용, 예를 들어 방제대책에 필요한 교통비, 회의

비, 통신비,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조합대책비도 추가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고정비용은 이론적으로 사고가 없었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이므로 오염사고와 인

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나 제3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들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정비용을 포함하는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용을 지급한다

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국제기금에게 더 불리할 것이 없다. 또한 이러한 고정비용을 보상함으

로써 국가로 하여금 유류유출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저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제능력을 유

지하게 하는 것이 협약국 및 국제기금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정책적 이유로 국제기금은 고

정비용에 대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보상되는 고정비용의 범위는 방제조치가 취해진 

기간과 근접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며 그 이전에 지출된 경상비(overhead charges)는 포함

되지 않는다.
31)

31) CMI Guideline on Oil Pollution Damage PART Ⅲ 10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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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손해(Personal Damage)

  영미법상 인적손해는 좁은 의미로는 인체손해(physical injury and death)만을 의미하며, 넓

은 의미로는 인체손해 외에 위자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인체손해란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가 1차

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진 경우에 발생한 손해로서, 상해와 사망의 경우를 포함한

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는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위자료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연히 협약에서 정의된 오염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2)

 즉 

유류가 유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오염으로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

비,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장래의 소득상실 또는 소득감소와 같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제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 상해에 대해서는 오염과의 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상되지 않는다.
33)

다. 물적 손해(Damage to Property) 

(1) 의의 및 보상기준

  물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property)에 직접 가해진 피해를 뜻한다. 여기에서 재산

이라 함은 동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출된 기름에 의하여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하거나 어선·어구가 오염되어 발생한 손해가 물적 손해이다. 이는 가정 전

형적인 손해로서 어느 법체계에 의하든 당연히 배상 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

기름에 오염된 물건을 세척하거나 또는 수리하는 비용이 배상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세척

하거나 수리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의 시장에서의 대체품 구입비

용에서 감가상각 분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국제기금의 관행이다. 청소비용이나 수리비

용이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구체적 사례

  건조중인 선박에서 페인트칠 작업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기름으로 오염된 경우 그 피해액·양식

업에 쓰이는 그물의 청소 또는 교체비용·요트세척비용·발전소의 물 흡입구 청소비용, 기름방울

이 바람에 날려 건물을 오염시킨 경우 청소비용 등이 보상되었다. 또한 유류가 선박의 외부로 배

출되었으나 바다로 유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다. 국제기금은 연료

유가 연료탱크가 아닌 생선이 들어 있는 창고에 유입되어 생선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두 위에 버려

진 생선에 기름이 뿌려진 경우도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손해로서 보상하

였다.

32) 1969년 민사책임협약 성립 시에 유류오염손해의 범위 안에 인적손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일본

     대표단은 물적손해만을 배상의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3) CMI Guideline part Ⅱ A. 1 (b) (vii). 물론 방제계약 또는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음은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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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접손실(Consequential Loss: 물적 손해의 결과 야기된 경제적 손실)

(1) 의의 및 보상기준

  간접손실이란 물건에 대한 물리적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발

생한 소득 또는 수익상실을 의미한다. 간접손실의 배상 여부에 대하여도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간접손실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대체로 전통적인 인과관계론에 의해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석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

실대학교, 1993), 12쪽.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에서도 무난히 배상 가능한 손해로서, 판례는 물

건에 대한 침해의 결과 발생한 수익 또는 소득상실을 대체로 통상손해로서 배상 가능한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34)

 국제기금 역시 원칙적으로 물적 손해의 결과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2) 구체적 사례 

(가) 일반적인 경우

  어선이 오염되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소득상실(휴업손해), 발전소 소유자가 기름의 유

입 우려로 불가피하게 발전을 중지한 동안의 소득상실, 양식장이 오염되어 양식업자가 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은 소득상실 등이 간접손실로서 국제기금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우리 

판례 중에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양식장의 오염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수입손실을 통상손해

로서 인정한 것이 있다.
35)

(나)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어패류를 폐기처분한 경우

  양식장의 기름 오염으로 인하여 양식 어패류가 직접적으로 폐사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당

해 어패류의 채취를 금지하여 그 기간 동안 어패류가 폐사하거나 또는 어패류가 폐사하지는 않았

다고 하더라도 채취 금지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4)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근처 건물의 신축공사로 다방 건물 및 내부시설이 손괴되

     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경우 수리비 이외에 영업상 순수익을 인정하면서, “건물이 수선 가

     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 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

     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사용이익상실 역

     시 통상의 손해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등 참조.

35)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07, 2708 판결;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945 판결; 

     대법원 1989. 6. 7. 선고, 87다카1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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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정부가 어획을 금지하거나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양식된 어

패류를 폐기처분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입장이다. 그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어패류가 실

제 오염되었는지 여부, ②오염현상이 통상의 수확기 이전에 사라질 가능성, ③문제되는 어패류

를 계속 바다 속에 둘 경우 향후 생산계획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④문제되는 어패류가 통상의 

수확기에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을 고려한다.

(다) 양식업자의 종업원유지비용

  브레어(Braer)호 사건에서 연어 양식업자가 양식장이 오염되어 연어를 수확할 수 없는 데도 종

업원들을 계속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 유지비용을 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국제기금은 유류오염사고가 없었다면 양식업자가 수확한 연어판매대금에서 종업원유지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양식업자가 물적 손해에 해당하는 연어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에서 종업원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또한 국제

기금은 양식업자는 종업원을 계속하여 고용하든가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자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액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마. 순수한 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 

(1) 의의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입은 금전적 

소득 또는 수입손실을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유류유출로 어선 또는 어구가 오

염되지는 않았으나 어획량이 감소되어 입은 어부의 수입상실 또는 해안의 오염으로 관광객이 감

소함에 따른 숙박업자의 소득상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을 오염손해의 한 유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한 경제적 손실은 오염지역과의 지리적 원근 및 경제적 근접성의 정도에 따

라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일정한 기준이 필요

하다. 협약에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 배상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결국 각 협약국의 손해배

상법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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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기타의 다른 손해와 구별하지 않고 일반 민법상의 인

과관계 법리에 의해 제한하여 왔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명백한 선의 원칙’(bright line rule) 
36) 

에 의하여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범위를 제한하여 왔다. 양자의 법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

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청구된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 배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 기준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

다.

(2) 보상기준

  이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오염과 청구인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 간에 합리적인 근인관계(reasonable proximity)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근접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청구인의 어업 

기타 경제활동과 유류오염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②오염된 자원에 대

한 청구인의 경제적 의존도, ③청구인이 대체 공급자원 또는 영업기회를 갖고 있는 정도, ④ 청구

인의 활동이 해당 오염지역의 경제활동에서 불가결한 부분(integral part)을 형성하는 정도 등

을 고려한다.

국제기금은 사고 전 수년간의 청구인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

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예상되는 소득의 증가나 단순한 예산상의 추정소득

은 참작되지 않는다. 한편 경상비나 기타 통상 경비가 사고로 인하여 지출되지 않은 경우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한다.

(3) 구체적 사례 

(가) 어업인
37)

의 소득상실

  항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방제작업기간 동안 출어를 하지 못한 어선 소유자나 통상적으로 어

로작업을 하는 바다(어장)가 오염되어 조업을 하지 못한 어업인의 소득상실은 일반적으로 국제기

금에 의해 보상된다. 이 경우 어로작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한다. 

36) ‘명백한 선의 원칙’이란 사용이익상실 등의 경제적 손해는 청구권자의 소유물에 물적 손해가 발

     생하고 이것에 기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이 된다는 원칙이다. 불법행위법

     상 이 원칙은 미국에서는 Robins Dry Dock & Repair Co. v. Flint 사건을 통해 선례화 되었다.

37) ‘어업인’(fisher)란 넓은 의미로는 해안 및 바다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

     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어선을 이용한 원양어업, 정치망어업,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자나 양식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양식업

     자를 제외하고 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수산업법

     은 어부라는 용어 대신에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자’, 그리고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수산업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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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어장으로 출어하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어를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소

득상실은 오염과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배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대체어장으로의 출어

를 위해 통상의 어로작업에서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이 추가비용은 보상된다.

(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소득감소

  유류오염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신문보도 등에 의한 손해이다. 

즉 어느 지역의 해역이 오염된 사실이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그 지역에서 판매

되는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인근의 오염되지 않는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줄

어드는 경우 등이다. 

브레어호 사건에서 양식업자가 운영하는 양식장이 직접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그 양식장과 오염사

고 발생지가 인접해 있어서 당해 양식장에서 양식한 어류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양식업자가 입

은 손실이 보상되는지 문제되었다. 일부 국가의 대표는 이러한 손해는 유류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대중매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보상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다

수의 협약국은 이러한 손해 유형은 다음에 살펴볼 호텔 업자나 음식점업주가 입은 손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을 인정하였다.

(다) 어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자, 어구제조업자 등의 소득감소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류의 공급이 감소되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어류중개인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어구나 어패류 포장 용기 등의 주문이 감소되

기 마련이므로 이들 제조업자의 소득감소를 야기한다. 

전자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브레어호 사건에서 대형 유류사고에서 어업금지구역의 설정은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의한 어류공급 감소로 인하여 어류 중개인의 수입이 감소된 경우에는 새

로운 공급원을 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동 손해가 오염지역에서 행해지는 통상

적인 영업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들어 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패류의 공급 감

소로 운송업자가 화물을 충분히 적재하지 못한 채 운송함으로써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절하였다. 운송업의 경우 손쉽게 다른 화물을 운송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

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인 운송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인 어업인들이 유류오염피해를 당하여 조합에 위판을 실시하

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조합의 위판수수료 결손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오염사고로 인하여 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제

공자가 특정 수요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이 수요자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수입상실이 발생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기금의 입장이다.
38)

38) 국제기금은 이런 이유로 브레어호 사건에서 매매회사의 중개료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런던

     에 위치한 어류취급업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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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텔업, 음식점업 등 해안관광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득감소

  해안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은, ①관광객에게 직접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들로서 그의 영업이 오염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의 관광객이 감소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청구인과, ②관광객에게 직접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산업 분야

의 다른 사업주에게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인을 구분한다. 이 중 원칙적으로 전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과 손해 사이에 일반적

으로 합리적인 근인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제기금은 오염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해변시설 운영

업, 호텔업, 음식점업, 관광상품 판매업, 여행대리점업, 버스관광업, 여행객용 보트업 등 해안관

광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그 소득의 감

소가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나 관광업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염과 합리적 근인관계에 있다

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류점, 문구점 및 장난감가게 등 주로 해안 주민이 사용

하는 편의시설 운영주의 소득감소 역시 오염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었다.

(마) 관광업 부진으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

  Tanio호 사건과 Haven호 사건에서 지방기관이 관광객 감소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

세수입의 감소가 보상대상이 되는지 문제되었다. 통상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오염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건에서 국제기금 역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절하였다.

(바) 고용주의 종업원 유지비용

  브레어호 사건에서 오염으로 인하여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어구제조업, 해안 관광관련 사업 

등의 일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감축하지 않고 잉여 노동력을 그대로 

유지한 비용이 보상 가능한지 문제되었다. 

국제기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재고용비용, 노동력이 불완전하게 가동된 기간, 

재고용의 경우 적합한 근로자를 찾는 데 따르는 어려움, 해고로 인한 고용주의 명예 실추, 해고

당한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을 유지한 행위

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

주가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잉여 노동력 유지비용을 보상

해 줄 필요가 없다.

(사) 실직한 종업원의 소득상실

  아시안 지호 사건과 브레어호 사건에서 양식장이나 어업 관련 서비스업, 관광 관련사업의 사업

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간제 종업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들이 입은 손해가 보상 가능한지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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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은 위 손해는 고용주가 오염으로 입은 손실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손실보다 

더 간접적이므로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

해 종업원이 입은 손해와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차별하여 취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기금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서 국제기금의 

입장은 이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위 원칙을 재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아) 기타 

  아시안 지호 사건에서는 오염의 방제작업으로 폐쇄된 지역의 자동차 수리공장이 입은 손해, 건

조된 선박의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 항구의 폐쇄기간 중 용선자가 지출

한 용선료, 선박대리점의 소득감소 등도 오염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국제기금에 의해 보상되

었다.

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방지 및 경감 조치비용

(1) 의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은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

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조치비용, 즉 방제조치비용도 배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

다. 그렇다면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비용도 보상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유류유출에 대한 통신매체의 발표로 그 지역의 어업이나 관광산업의 이

미지에 부당하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미지 회복을 위해 계획된 공공캠페인비용이나 시장홍보 활

동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보상 기준

  국제기금은 순수한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일반적인 방제조치와 차별을 둘 필요

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방제조치 자체 및 지출된 비용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특히 홍보활동

(marketing campaign)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이나 시장을 상대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보상된다

는 입장이다. 시장홍보활동의 경우 오염된 어장에서 수확된 수산물 전체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식

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홍보활동과 특정 기업이나 상인들에 대하여 벌

이는 홍보활동은 차이가 있다. 후자는 손익계산을 엄밀히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

자는 다양한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금은 홍보활동이 특정 목표의 마케팅과 관련되어 추가로 시행된 경우에만 그 비

용을 보상하고 있다.

(3) 구체적 사례 

(가) 시장홍보활동 비용

  브레어호 사건 이후 몇몇 단체가 수산물에 대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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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국제기금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집행

위원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는데,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금이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그 배상기준으로서 위 시장홍보활동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실제로 특정 기업이나 시장에 대하여 행해진 조치

에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연어 구매자에 대하여 연어 매

입을 중단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보상이 인정되었다.

(나) 여행홍보활동 비용

  국제기금은 관광이미지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보상 요건을 충족시킬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여행홍보활동 가운데 특정 기업 즉 여행사나 기타 여행알선업체에 대

한 홍보가 아닌 잠재적 여행객 일반에 대한 홍보조치비용은 배상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오

염사고와 여행홍보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제

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국제기금은 하벤호 사건과 브레어호 사건에서 홍

보조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당해 홍보활동이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였다.

사. 환경손해(Environmental Damage)

(1) 의의

  오늘날 환경손해(Environmental Damage)는 다양한 법 영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매우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국제기금의 청구편람 및 각종 회의문서의 내용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39)

, 환경손해란 협의로는 유류유출로 오염된 무주물(無主物)인 환경 그 자

체가 입은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후 오염된 환경을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개별적 법익의 침

해와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의로는 환경 자체의 손해 이외에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

한 이익상실(즉 순수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복구비용이 포함된다.

39) 협약이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는 환경손해에 관한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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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기준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오염손해의 정의 규정에 “다만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을 제외한 

환경손상에 관한 배상은 실제로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한한다.” 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환경손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OPA의 제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광범

위하게 되는 경향에 대한 국제기금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40)

국제기금은 환경침해에 의한 손해 가운데 계량 가능한 손해 즉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만

이 보상 가능하며, 계량화의 방식으로서 이론적 모델에 따른 추상적 손해산정방식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제기금은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이나 

오염사고의 발생 후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계량 가능한 손해로서 보상이 가

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 자체의 손해는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 합리적인 복구조치비용

  복구조치(restoration)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후 가능한 한 환경을 예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

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예를 들어 오염지역에 씨를 다시 뿌리거나 식물을 다시 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복구조치에 지출된 비용 전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때에도 역시 수단과 비용 모

두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해양환경은 자연적인 회복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유류유출이 환경에 대하

여 영구적인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자연정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간이 현실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구조치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기금은 복구조치가 ①피해 서식지 및 개체군의 자연적 회복을 가속화시킬 고도의 가능성 ②

제안된 조치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 ③그 조치가 다른 자연자원에 해롭거나 다른 서식지에 피해

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 ④복구계획비용이 피해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40) 1969년 민사책임협약은 오염손해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환경손해와 관련

     하여 청소비용이나 복구비용 이외에 다른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1969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 대부분의 협약국에서는 소의 이익을 가진 당사자가 없거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

     약의 문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의 손해가 배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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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출 후의 연구·조사비용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의 정확한 성질과 정도 및 복구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

름이 유출된 후 환경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국제기금은 유출 이후의 환경조사(post-

spill environmental studies)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 규정된 오염손해로부터 발생한 청구

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상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조사를 위탁하는 데 국제기금이 초기 단

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실제적이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사의 규모와 조사비용은 객

관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2.4.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대한 국제기금과 국내법의 비교

2.4.1. 배상범위의 문제

  청구된 손해가 배상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손해가 협약 또는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에 규정된 오염손해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발생

하는 손해는 무척 다양하므로(특히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경우) 오염손해의 정의 규정만으로 청

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배상범위를 제한할 일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바, 국내법에서 유류오염으로 발생한 손해가 배상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에 규정된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393조, 제76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다양한 오염손해의 유형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인관계(reasonable proximate cause)를 보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금의 보상정책과 

국내법의 상당인과관계의 관계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국내법상의 상당인과관계나 국제기금의 보

상기준 모두 추상적 개념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2.4.2. 손해 유형별 비교 분석

  앞에서 살펴본 손해 유형 중에서 방제조치비용, 인체손해, 물적 손해, 물적 침해의 결과 야기된 

경제적 손실은 국내법상으로도 대체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며, 환경손

해 역시 국내법과 협약 모두 실제로 지출한 복구비용에 한하여 배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나 전문가비용과 같은 일부 청구의 경우에

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손해 유형을 중

심으로 국제기금과 국내법의 입장 차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가. 순수한 경제적 손실

  국내법은 영미법과 달리 물적 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순수한 경제적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배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한다. 즉 순수한 경제적 손해도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배상이 가능하다. 이는 합리적인 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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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국제기금의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41)

  

다만 국제기금은 어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소득감소에 대한 배상금 산정 시 

국내법에 의하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시간제 종업원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얻은 이

익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고용주의 소득감소에 대한 배상금 산정 시 공제된다는 점에서 국제

기금의 관행과 차이가 있다.

나. 위자료

(1) 국제기금의 입장과 국내법의 차이점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751조, 제752조). 원칙적으로 위자료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보통 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일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면 

정신적 고통 또는 불이익도 전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 침해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침해행위의 모습이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2)

 또한 우리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

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43)

이에 반하여 국제기금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위자료

에 대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

해된 경우이든지 재산이 침해된 경우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는 일체 보상받을 수 없다. 브레어호 사건에서 유류오염이 건강 및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

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청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청구는 오염

손해에 속하지 않으며 계량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위자료는 환경손해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위자료에 대하여도 환경손해

에 대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1) 다만 국제기금의 합리적인 근인관계와 우리법의 상당인과관계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결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미국의 판례 중에도 극심한 위법행위의 사례에서 부동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즉 위자

     료)을 인정한 것이 있다. Senn v. Bunick, 594 p. 2d 837.

4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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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례

  1993년 9월 27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제5금동호 유류유출사고에서 제1종 공동어업(현행 

수산업법상의 마을어업) 및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1971년 국제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위자료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

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44)

 그러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유류오염에 관한 배상범위에 관한 해석은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협약국과 사이에 법적용에 있

어서 최대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의 설치가 가지는 국제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만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5)

 즉 재산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은 민법

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이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위자료 배상

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서와 달리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배상되는 오염손해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국

제기금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배상 가능한 오염손해를 재산적 손해나 경제적 손실에 한정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보충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의 손해배상법리가 유

추 적용되므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든 재산침해가 있는 경우이든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위자료가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된 근본 원인이 피해자가 재산손해를 입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데서 

기인한 점, 국제기금의 관행을 가급적 수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손해에 수반된 위

자료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

(1) 국제기금의 입장과 우리법의 차이점

  협약국의 국내법에 따라서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당해 국가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수산업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은 정치망어업, 

양식업 및 마을어업이고,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어업은 일정한 어선어업, 수산종묘생산업, 구획

어업이며 나머지 어업 중 일부 어업은 신고하여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8조, 제41

조, 제44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업을 하던 자가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

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44) 서울지방법원 1999. 1. 26. 선고 96가합23332, 49402 판결

45) 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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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을 영위하던 자가 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배상될 수 

있는 손해인가 하는 점은 소위 위법소득의 배상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이 점에 관하여 판례는 위

법소득의 배상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

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

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라 무면허·무허

가·미신고어업으로 인한 위법소득의 배상 문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수산업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은 정치망 어업, 양식업 및 마을어업인바 이러한 

면허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이러한 어업면허를 받은 경

우에는 그 권리는 물권으로서 보호받는다. 따라서 면허 없이 어업에 종사한 자의 불법소득은 위

법성의 강도가 강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해태양식

어장이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판례

가 있다.
46)

 

둘째, 우리 수산업법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어업은 일정한 어선어업, 수산종묘생산업, 구획어

업이다. 허가는 본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법규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던 것을 해

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강도는 무면허어업의 위법성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허가의 정수(定

數)가 정해져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무면허 어업의 소득은 위법소득

으로서 배상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47)

  

셋째, 신고어업은 단순히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기만 하면 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위법소득

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신고 없이 어업에 종사한 자의 소득은 배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은 원칙적으로 협약국에서 요구하는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

고 어업에 종사한 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국제

기금은 원칙적으로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로 인한 소득을 일률

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법과 차이가 있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 원칙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4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4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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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례

  제5금동호 사고에서 우리 법원은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소득으로서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 원칙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씨프린스호 사고에 관한 사건에서 국제기금은 제1종 공동어장 면허를 받지 않고 공동어업에 종

사한 6개 어촌계의 손해보상청구에 대해 이들 중 5개 어촌계는 경계분쟁 때문에 면허를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경계분쟁이 해결되면 즉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고 1개 어촌계는 어촌계장의 실

수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면허를 신청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 

어촌계의 보상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전문가 비용

우리법상 손해배상사건에서 감정인의 손해감정비용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산

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에 한하여 손해배상금이 아닌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법상 오염손해의 조사나 오염손해에 대한 청구

를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오염

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배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기금은 오염손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

은 경우 그에게 지급한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
48)

 그러나 전문가에

게 지급한 보수가 조건부이거나 오염손해배상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경우(변호사의 성공보

수)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그 배상 여부 및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성,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용성, 그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질, 소요된 시간, 그러한 종류의 업

무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비용도 유류오염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보상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기금과 우리법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도 피해자가 변호사비용 중 

일정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이 다를 뿐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일

한 결과가 된다.

48) 그러나 언론 매체의 이용비용이나 중요 인사의 접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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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변화와 대응방안 

2.5.1. 책임한도액 인상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은 1998년 

5월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한도액은 1984년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라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근래에 발생한 두 건의 오염사고 즉, 나호드카

(Nakhodka)호 사고
49)

와 에리카(Erika)호 사고
50)

의 손해액이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

금협약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전액 보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84년에 책정된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의 책임한도액의 인상 문제를 2000년 4

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된 1992년 국제기금 제4차 임시총회의 의제로 제출하였다. 동 회의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책임한도액 인상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영국 등 14개국이 

인상을 찬성한 결과 양 협약의 책임한도액을 50% 또는 79% 인상하는 안건이 2000년 4월 10일 

개최된 IMO 제82차 법률위원회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 후 200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IMO 제83차 법률위원회는 과거의 사고경험, 물가상승률 및 보험업계의 영향 등 책임한도

액 증액 시 고려할 요소를 검토한 후(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5조 제5항 및 1992년 국제기금협

약 제33조 제5항),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의 책임한도를 50. 37% 인상하는 개정

안에 찬성하였다. 이 개정안은 묵시적 수락절차에 따라 개정안 채택 당시 협약국가의 4분의 1 이

상이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8개월 후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되며, 그로부터 다시 18

개월 후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200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

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개정 전 사고 당 각각 5,970만SDR과 1억 3,500만SDR 이었던 선박

소유자 및 국제기금의 최대 보상책임한도가 선박이 총톤수 14만톤 이상인 경우 선박소유자의 배

상책임한도는 8,977만SDR로 ,국제기금의 보상책임한도는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포함하

여 2억 300만SDR로 각각 인상되었다.

49) 나호드카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총 채권액은 2억 1,300만파운드로 집계 되었는데 

     이 같은 금액은 국제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한도인 1억 3,500만SDR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국제기금에서는 잠정적으로 총 청구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1999년말 

     까지 선박소유자가 배상한 94만 파운드를 제외하고 총 4천 920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

50)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브르타뉴 연안에서 중유 3 만톤을 적재한 에리카호가 두 동강 나면서 

     해상으로 1만 800톤의 기름을 유출한 사고이다. 방제작업 결과 파손된 선체에 남아 있던 잔존유

     를 포함하여 폐유, 쓰레기 등 20만톤을 회수하였다.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

     지 않았으며, P&I 클럽은 1차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 프랑을 지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1500만 프

     랑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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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추가기금의 설치

  2000년 4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이하 

‘국제기금’이라 한다) 총회에 의하여 구성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는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위에서 살펴본 책임한도액의 증액 이외에 

별도의 추가기금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1992년 국제기금의 회원국 중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협약국 대표들은 2000년에 이루어진 책임한도액의 증가

로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조정한 결과 제3의 

추가기금은 현행 협약체제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세계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로 마련되

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화주의 부담만으로 설치되는 선택적인 추가기금

의 설치에 관한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개정안이 2001년 10월 국제기금 총회를 통과하여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된 IMO 제84차 법률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2003

년 5월 16일 IMO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위 개정의정서는 ①동 개정의정서의 가입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협약국 중에서 희망하는 국

가에게만 선택적으로 허용되며, ②추가기금은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유류수입업자들의 갹출로 

이루어지고, ③추가기금은 1992년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④연간 

유류 수입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수령인(회사 또는 개인)만이 분담금 갹출의무를 부담하며, ⑤

추가기금은 독자적인 총회와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5.3. 환경손해의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상한도액 증액 요구와 더불어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환경손해에 대한 보

상 문제도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기금은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은 청구자가 금전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및 오염된 환경을 회복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1992년 국제기금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한건도 없었다.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 문제는 환경손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범위, 기준 등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입증방법 등이 어려우므로 협약국 사이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

정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

에 궁극적으로 하나뿐인 해양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 국제기금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환경손

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이 침해됨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파괴됨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물론 추상적인 이론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가 배상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종래 

국제기금이 인정하는 환경복구비용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일반에 대한 조사비용 및 대체지역의 

조성비용까지 환경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몇몇 협약국들은 복구비용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가 추

상적이고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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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국제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많은 반면 환경손해에 대한 피해입증기술이 미흡하여 

환경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결국 많은 논의 끝에 일단 환경손해에 관한 기존의 협약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경손해에 대

한 국제기금의 정책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청구편람에 포함시키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시점에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의 요구대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를 과학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술의 개발 및 이를 경제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평가기술의 개발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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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류오염 어업피해 보상사례

 주요국외 유류오염 어업피해 보상사례

1.1.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피해보상 현황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71 Fund와 92 Fund에서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 보상 건수를 정리하

면 표 2-2-1과 같다. 71 Fund에서 일본의 경우 47건으로 발생국가 중 1위를 차지하여 전체 보상

건수의 43.9%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13건으로 12.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중동 아랍에미레

이트가 6건 이었고, 다음은 스웨덴, 캐나다, 영국이 각각 5건 이었다. 92 Fund의 경우 우리나라

가 6건으로 보상건수가 가장 많아 전체 26건 중 2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영국, 러시아, 스페

인으로 각각 3건씩 전체의 34.6%를 차지하였다.

이는 71 Fund 설치와 함께 주로 일본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1993년 가입 이후 최근까지도 매년 300여건의 크고 작은 유류오염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기금에 의하여 유류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유류피해 건수는 중·대형 사고의 경우만 해

당되어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륙별 오염발생 경향을 보면 1971 Fund가 관련된 사고 107건 중 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고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럽의 29건, 북남미에서 6건, 아프리카에서 2건의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2 Fund가 관여한 26건의 유류오염 사고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건수가 14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시아에서 10건, 북남미에서 2건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류운송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12월 말까지 해상운

송된 유류량은 일본이 242,801,951톤으로 협약국 전체 운송량의 18.51%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

이 이탈리아로 131,664,189톤으로 10.04%, 다음이 한국으로 114,661,792톤으로 8.74%, 네덜

란드가 103,315,858톤으로 7.87%를 차지하여 1992 Fund 협약국 43국가 중에서 1억톤 이상

을 해상운송하는 일본,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의 운송량은 592,443,790톤으로 전체 운송량 

1,311,909,502톤의 45.15%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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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유류오염 발생장소에 따른 국제기금 보상건수(IOPC Fund 2003년 보고서)

국    명 71 Fund 92 Fund

일본 47 1

한국 13 6

아랍에미레이트 6 2

스웨덴 5 1

케나다 5 0

영국 5 3

프랑스 5 1

러시아 3 3

이탈리아 3 0

베네즈웰라 2 0

인도네시아 2 1

에스토니아 2 0

독일 2 1

핀란드 1 0

스페인 1 3

덴마크 1 1

그리스 1 1

말레이시아 1 0

싱가포르 1 0

알제리아 1 0

모로코 1 0

카리비안 1 0

구이텔루우프 0 1

마르티니크 0 1

필리핀 0 1

바레인 0 1

계 107건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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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어업피해 보상

  지금까지 71 Fund와 92 Fund 유류오염 피해보상에서 어업피해로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71 

Fund에서 44건으로 41.4%를 나타내었고, 92 Fund에서 10건으로 총 피해보상건수의 40%를 차

지하였다. 이를 다시 국가별 총 피해보상액과 어업피해 보상액 비율을 정리하면 표 2-2-2와 같

다.

표 2-2-2. 국제기금 유류오염 어업피해 보상 비교표(IOPC연보, 2003)

국   명
어업피해보상건수/

유류오염피해총건수
어업피해보상액/총피해보상액 어업보상 비율

일   본 21 / 47 2,965 / 31,310(백만￥) 9.46

한   국 13 / 19 30,151 / 125,641.7(백만￦) 24.00

영   국 3 / 8 48.69 / 88.97(백만￡) 54.72

프 랑 스 4 / 4 68.49 / 1,484.1(백만 FFr) 4.61

스 웨 덴 2 / 6 1.02 / 40.7(백만 Skr) 2.50

스 페 인 2 / 4 8,696 / 13,928(백만페소) 62.43

그 리 스 2 / 2 1,001.1 / 3,383.7(백만 Drs) 32.51

인도네시아 2 / 3 12.31 / 21,256(백만 Rp) 0.05

덴 마 크 1 / 2 19.7 / 54.8(맥만 Dkr) 35.94

베네즈웰라 1 / 2 133 / 3,588.7(백만 Bs) 3.70

싱가포르 1 / 1 0.9 / 3.7(백만 US$) 24.3

러 시 아 1 / 6 0.38 / ?(백만 US$) ?

53 / 105 23.11

유류오염 피해 시 어업피해 발생은 유류오염 지역의 어업활동, 양식개발에 따른 이용 수준 등이 국

가별로 차이가 있어 총 피해보상액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비율은 국가마다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

다. 수산물의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는 어업 피해보상 비율 

24.00%로서 총 피해보상액의 1/4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일본은 약 10%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의 유류오염피해가 어업활동과 양식어업이 고도로 발달된 세토나이카이만 보다는 나호드카

호의 경우와 같이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인 일본의 서부연안에서 집중 발생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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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국들의 어업피해배상율을 보면 프랑스의 4.6%, 스웨덴 2.5%에 비해 어업이나 양식이 활발

한 스페인의 어업피해 보상비율은 62.43%로 매우 높았고, 영국의 54.72%도 이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각 국가마다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뿐 아니라 유류오염사고를 국가의 재

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1.3. Haven호 사고

1.3.1. 사고경위

  싸이프러스 선적 유조선 Haven(109,977GRT)호가 144,000톤의 원유를 싣고 제노아(Genoa)항 

7마일 외항 정박 중 1991년 4월 11일 화재로 인한 연쇄폭발로 세 동강나 갑판이 분리되어 80 m 수

심에 침몰되었다. Arenzano 남쪽 7마일 해상에서 선수(뱃머리)가 떨어져 500m 수심에, 나머지 

부분은 예인중 추가 폭발로 4월 14일 Arenzano연안 1.5마일 해상 90m 수심에 침몰되었다.

1.3.2. 방제작업

  화재로 소실된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0,000톤 이상의 유류가 바다에 유출되었다. 

침몰선으로부터 기름이 계속 천천히 새어 나와 표층에 떠다녔으나 사고 10일 후에는 잠수부의 작

업으로 대부분의 누출은 막았다. 그러나 1992년 8월까지도 침몰선으로부터 기름이 조금씩 새어 

나왔다. 초기 유출된 유류는 타다 남은 찌꺼기로 점도가 매우 높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

탈리아 정부당국은 오일붐을 설치하여 가장 중요한 모래사장 등 연안의 민감 지역을 보호하였다. 

상당량의 기름이 Genoa와 Savona사이의 연안에 밀려왔으며 초기 방제는 지방정부에 의해 방제

작업이 수행되었고 기름이 항구로 흘러가 항만의 안벽과 약 330척의 요트, 어선을 오염시켰다. 

1991년 5월 22일에는 오염 모니터링과 방제작업이 이탈리아 정부와 ATI 협약 업체 간 계약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4월 14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백사장 방제는 8월말에 완료되었으나 해수

온도의 상승과 파랑으로 침전되었던 기름방울들이 1991년 여름 내내 몇 개의 백사장을 다시 오염

시켰다. 약 1,000톤의 기름 폐기물과 10,000톤 정도의 기름과 물의 혼합물이 수거되어 처리되었

고, 20,000m 정도의 오염된 오일펜스가 폐기되었다. 소규모 기름은 프랑스 뚤롱(Toulon)근처 이

에레(Hyères)까지 확산되어 프랑스 4개 지역 연안을 오염시켰다. 바다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연안

에서는 지방정부가 방제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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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Haven호 사고로 일어난 화재(IOPC년보, 2003)

1.3.3. 사고원인 조사

  사고원인 조사는 Genoa 항만당국에 의해 항해법에 따른 종합 항목에 따라 진행되었다. 종합  보

고에서 선주와 승무원 둘 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선주는 사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

던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Liguria 지역에서 배심원들에 의한 

사고원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1991년 11월 14일부터 1992년 2월 13일까지 승무원들과 다른 운

용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 방대한 서류들을 조사하였다. 

보고서에서 3가지 가능한 사고원인 중 중앙탱크 1번의 구조적 결함으로 밸러스트 탱크인 2번으

로 기름이 새어 나가 펌프실에서 화재 폭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선장, 갑판장, 기관장, 선주의 과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주역시 중대

한 과실로 상업적인 운행 전에 기본 장비의 효율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에 유죄를 인정했는

데 기술적인 문제발생시 항해중지명령을 하지 않았고, 선급협회에 기체발생기가 고장난 것을 알

리지 않았다.

1.3.4. 책임제한절차(Limitation Proceedings)

  선주에 대해 Genoa 1심법원은 책임제한절차에서 1991년 5월에 민사책임협약상 선주책임한도

액을 23,950,220,000리라(9.4백만파운드 = 14백만SDR)로 결정했다. 책임제한기금(Limitation 

fund)은 P&I 보험자, UK상호기선보험협회(Bermuda)의 은행보증으로 하였고, 국제기금은 기금

협약 7조 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여했다. 국제기금은 법원결정에 반대의견으로 책임제한

절차를 해제하여 선주의 책임제한권리를 옹호했다. 이에 대항해 이탈리아 정부와 다른 피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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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소장을 제출하였다.

1.3.5. 배상청구

  선주에 대해 책임제한절차가 총 1,650,000백만리라(670백만파운드)와 추가로 95백만프랑(13백

만파운드)이 책임제한절차에 추가되었다. 책임제한소송절차에 대한 심리는 1991년 9월에 시작한 

각 청구건을 심사하였다.

가. 이탈리아의 청구

  환경피해 외에 1,350건, 약 765,000백만리라(301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중 많은 

건수가 이중(二重) 청구되었다. 주로 이탈리아 정부와 많은 계약자, 도급자들이 동일한 작업에 각

자 청구한 것으로 약 455,000백만리라(179백만파운드)이었다. 전체 총액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310,000백만리라(122백만파운드)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청구는 이탈리아 정부로 환경피해를 제

외한 261,000백만리라(104백만파운드)로서 초기 방제비용 즉 지방정부의 방제비용, 유실된 오일

펜스의 비용, 행정비용 ATI 컨소시엄과 이탈리아 정부간 방제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이었다. 

(1) 피해청구

  43명의 요트 소유자들은 오염으로 126백만리라(49,6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8

명의 어업인은 439백만리라(173,000파운드)의 선박과 어구오염을 청구하였고, 약 700명의 호텔

소유자가 80,000백만리라(32백만파운드)의 수입손실 피해를, 150명의 어업인이 22,750백만리라

(19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다. 93건의 백사장 편의시설 운영자들이 3,900백만리라(1.5백만파운

드)의 수입 감소피해를 청구하였다. 230개의 가게와 레스토랑에서 18,000백만리라(7백만파운드)

의 피해를 청구하였다.

Liguria 지역은 이탈리아 정부의 환경손상 피해청구 2,000억리라(80백만파운드)를 청구했는데 

생태적 손상을 직접 입었거나 입고 있는 2개주와 14개 군의 환경손해를 청구하였는데, 연관된 손

해와 청구액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2) 이탈리아 청구건에 대한 법원심리

  제한소송에 따라 법원심리가 1991년 9월에 각 청구건에 대해 있었다. 대부분의 청구건은 예비심

리로서 많은 청구건이 서류미비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4년 4월 국제기금은 환경손

해에 대한 Fund의 입장을 정리,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1993년 7월에 국제기금은 선주와 UK Club 연합으로 법원에 프랑스의 방제작업을 제외하고 방제

작업에 관련된 일련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 청구건의 총금액은 약 160,000백만리라 이었으나 이

탈리아 정부는 ATI계약에 관한 청구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환경피해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청구

  해양환경 손상에 대한 청구건은 1991년 12월에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에서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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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조사에 근거하여 논의했다. 쟁점은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 사이에서 일어

난 것으로 이탈리아 정부와 다른 이탈리아 정부기구에의 이탈리아 법에서 유래했다면 기금협약

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의 기본입장은 일관되게 비 계량화한 환경손해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에의 해석에서 국제기금 총회는 이론적인 모델

에 의한 해양 환경손해 산정의 추산은 손해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1980년 총회 채택한 3항). 

총회에서 청구배상은 계량화한 경제적 손실에 국한한다고 하였다. 민사책임협약(CLC)와 기금협

약은 오염손해의 피해에 대해 배상목적임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 자의적

인 환경피해에 비 계량화 요소에 관련하여 징벌적 성격인 1986년의 이탈리아 법은 협약의 범주 내

에 들지 않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의 견해에 따랐으나 집행위원회 회의 시 이탈리아 대표들은 사무국장

의 문제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손해의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만이 받

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의 해양환경 배상의 가능성을 예

견한 1982년 이탈리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금은 환경손해에 대한 청

구소송을 법원심리 시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1994년 10월 개최된 국제기금 제7차 작업반회의 결론에서 71 Fund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기한 환

경손해에 관련해서 청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994년 6월에 이탈

리아 정부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손해를 다음과 같이 정량화 하였다.

ⅰ)43ha의 현화식물(phanerogam)복원
51)

 : 266,042백만리라(105백만파운드)

ⅱ)현화식물 손상의 결과로 일어난 해안침식 : 비정량화 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사정액과 동

일가격 제시

ⅲ)난파선 제거 : 20,000백만리라(7.9백만파운드)

ⅳ)생물학적 자원의 손상회복 : 바다 591,364백만리라(233백만파운드), 대기 6,029백만리

라(2.4백만파운드)로 총 235백만파운드

ⅴ)통화팽창과 이윤배상

위의 항목에서 이탈리아 정부 부분에서 총 883,435백만리라(348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다. 

Liguria 지방에서 2개(個) 도(道)와 14개 시군에서 예상손실로 환경손실에 관련된 피해청구를 하

였다. 직접 피해를 입은 육상 시설물들과 생태적 손실도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1) 현화식물(Phanerogam) : 바다 식물 중 유일하게 꽃이 피는 식물로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2~3m

     에 주로 분포하는 잘피, 말잘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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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의 피해청구

  프랑스 정부는 Genoa 법원에 프랑스의 바다와 연안 방제작업 비용으로 16,284,592프랑(1.9백

만파운드)를 제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 국제기금 총회에서 채택한 환경손상에 대한 결의

에 따라 해양환경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가졌다.

1994년 9월 프랑스 정부는 국제기금, 선박소유자, UK Club와 정부청구 금액을 12,580,724프랑

(1,497,700파운드)으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제한소송을 대신한다는 것으로 청구액 감소는 주로 

국제기금이 확인할 수 없는 확인비행과 국제기금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2척의 프랑스 해군함

정의 방제활동에 관한 것이며 추가로 바다에서 방제가 필요치 않은 시기에 수행된 어떤 활동 청구

액을 감한 것이다. 32개의 시군과 하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Genoa 법원에 총 79,000,000프랑

(10.4백만파운드)의 피해를 청구하였다. 청구건들은 거의 해안선 청소작업과 관광산업의 소득손

실이었고 Port-Cros 국립공원에서 해양환경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프랑스의 청구건들에 대해 국제기금 사무국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사하여 청구자들과 선주, UK 

Club, 국제기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절충)하기로 합의하였고 Genoa 

법원이 주제하도록 하였다. 17개 시군과는 4,580,292프랑(549,000파운드)으로 합의하였으며 제

한소송을 대신하고 다른 시군과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 모나코시의 피해청구

  모나코시에서 Genoa 법원에 329,091프랑(39,400파운드)의 방제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순수한 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에 대한 청구

  1993년 집행위원회는 Haven호 사고에 일어난 여러 청구건에 대해 국제기금의 입장에 관한 중요

한 결정을 하였다. “순수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청구의 수용에 관련된 원칙의 주요 의문점은 사

고의 결과로서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법부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를 받아들일 때 현실과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종류의 청구를 받아들

이는 것을 주저하여 왔다. 법적으로 배상청구는 구체적으로 인지된 법적 권리(즉 소유권 또는 면

허권)에 대한 손해에 관련될 때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가 국제기금에 제출되었다. 국제기금은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연안이나 바다와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직접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어업인, 해변의 호텔경영인, 레스토랑 운영자와 같이 재산상 직접손실이 없더라도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 배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에 의해 오염으로 일어난 “손실이나 피해

(Loss or Damage)”에 적용되는 것으로 배상은 오염에 의한 원인으로서 판단되는 손실이나 피해

의 정도에만 관련된 청구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며 배상을 위해서는 오염과 피해 또는 손실과 청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집행위원회는 Haven호 사고에 의한 어업인의 

소득손실에서 정상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해역의 오염으로부터 일어난 소득손실을 말하는 것으

로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각 청구자들은 실제적으로 Haven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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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결과 어로작업을 할 수 없었음과 어로 불가에 따른 손실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Genoa와 프랑스 국경사이의 이탈리아 연안을 따라 위치한 해변 위락시설 

운영자들이 겪은 소득손실은 관광객의 감소결과이며 Haven호 사고가 원인이 되어 감소된 양만

큼 오염에 의한 원인으로 일어난 손해로 간주하였다. 

Genoa에서 프랑스 국경까지의 이탈리아 연안에 위치한 호텔, 레스토랑, 가게의 소유자들이 제출

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는 정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우며, 정확한 구분과 어떤 형태의 

청구건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은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유류유출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각 청구건은 Haven호 사고로부터 일어난 오염과 손실 또

는 피해 사이의 유연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범위 결정과 운영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

다. 위원회는 어떤 도시나 마을에서 관광활동에서의 감소가 해안의 오염으로 일어났다면 지역의 

동일 종류의 모든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한 도시

나 마을의 모든 호텔, 레스토랑, 가게들을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게에 대해서 

판매된 상품 형태에는 차별 없고 가구와 자동차와 같은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사지 않는 상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Haven

호 사고로부터 유류오염의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 특정 도시나 마을의 연안을 따라 있었던 

시설물들에서 제출된 소득손실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991년 여름 Arenzano에 정박했던 요트 소유자들은 정박료와 보험료 할증의 변상을 요청에 대

해 위원회는 이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Haven호 사고와 관계없이 청구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경

비로서 오염과 이 경비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프랑스의 깐느(Cannes)시와 라방두(Lavadou)군은 관광객의 감소로부터 세수감소 손실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Haven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부수적으로 일어난 손실을 

청구자들이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깐느시가 제출한 관광지역으로서의 시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중에 대한 홍보활동 추가경비에 대한 피해청구는 거절했는데 이는 위원

회에서 Haven호 사고가 시의 명성에 어떠한 손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

광이미지 손해에 관련된 Liguria 지역에서 제출한 청구건은 국제기금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가지

고 있는 보상에서 산정 가능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어서 거절하였다.

이탈리아 공공기관의 관광진흥경비에 대한 청구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거절되었다. 한 청구건에

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초예산에서 추가 투입되지 않았고 경제적 손실이 실제적으로 없었기 때

문이다. 다른 1건의 청구건에서도 지출이 Haven호 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또 다른 

청구건은 청구한 활동이 Haven호 사고로부터 일어난 공중의 관광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

소하기 위해 쓰여 졌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 거절되었다.

유류유출에 따른 관광업에 대한 공중파의 보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한 활동 경비에 대한 청구건의 수용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은 Braer호 사고에서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소송에서 국제기금의 기본입장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근

거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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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프랑의 환전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에서 초기 환전액은 금프랑으로 표시되었다. 민사책임협약 아래서 금

프랑으로 표시된 금액은 해당국가의 현금 화폐로 환전되어야 하므로 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기금

의 설정일에 프랑에 대한 공식 환율가치를 근거해 책임제한기금을 설정해야 한다. 1976년도 의정

서에서는 두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금프랑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 SDR)이라는 금액단위로 하고 1976년 의정서에 의해 민사책임협약

은 1981년에 발효되었고, 1976년 의정서에 따른 기금협약은 대해 Haven호 사고 이후인 1994년

에 발효되었다.

책임제한소송절차에서 중요한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금이 지불 가능한 최고액의 900백만 금프랑

을 이탈리아 리라로 적용해야 했다. 국제기금은 SDR로 전환해 지급해야 했으나 소수의 피해청구

자들은 1976년 의정서에 의해 기금협약이 아직 SDR에 의한 금프랑 전환이 시행되지 않았으므

로 당시 금화의 공식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금의 자유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주요쟁점에 대한 국제기금의 입장은 1969 민사책임협약 원안의 회계단위의 “

공식적”이란 것은 금의 자유시장 가격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며, 기금의 지불

체계를 신중히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국제기금은 SDR을 사용하여 선박소유자의 책

임 한계를 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금협약에서 회계단위는 민사책임협약에 대한 위탁

으로 정의되고 국제기금의 견해는 이 위탁은 1976년 의정서 개정으로 민사책임협약에 적용한다

는 것을 지적했다. 기금은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의 회계에서 다른 단위의 적용은 기금협약의 

5조 1항으로 볼 때 선박소유주에 의해 일어나는 책임부분과 국제기금 사이의 관계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제한절차를 담당한 Genoa 1심법원은 1992년 3월 14일에 이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였다. 국

제기금에 의해 최대 지불 가능액은 금의 자유시장가격으로 보면 771,397,947,400리라(308백만

파운드;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지불금액 포함)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DR로 

계산 시 국제기금에 의한 102,864,000,000리라(41백만파운드)로 국제기금은 이 결정에 대해 항

소장을 제출하였다. 국제기금의 항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1심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993

년 7월 26일에 판결을 하였는데 1992년 3월 14일 결정을 번복하여 국제기금에 의해 지불가능 한 

최고액을 771,397,947,400리라(304백만파운드)로 판결하였다. 법원 판결에서 ‘공식적’이라는 

것은 1969년 외교회의의 최종회의에서 협약내용에서 ‘공식적’이라는 형용사가 삽입된 것을 지

적하였다. 법원은 금은 더 이상 공식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결하여 국제기금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국제기금협약의 제1조 제4항은 회계단위에 관련된 것으로 1976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민사책임협약에 대해 위탁할 뿐 국제기금협약의 제5조에서 선박소유자의 제한책임의 계산을 근거

로 비율계산을 하여야 하며 국제기금은 SDR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상적인 견해에 따라 

법원은 금프랑은 SDR 전환되어야 하나 국가의 견해는 법을 바꿀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국제기금

은 판결이 SDR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계에 고정시킨 점을 주의하였다.

국제기금은 이탈리아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집행위원회는 1993년 10월 회의에서 민사책임협약

과 국제기금협약에 의해 수행되는 배상책임과 앞으로 국제적 배상적용을 위해서 판결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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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국제기금협약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국제기금 부분

의 책임한계는 SDR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 이탈리아 정부와의 논의

  1993년 3월 집행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대표들은 Haven호의 사고가 일어난 지 거의 2년이 경과

된 시점까지도 보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탈리아 대표들은 법원의 심리진행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소송이 끝날려면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희망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사고에 관련된 상대방과 대화용의가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전 사고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대표들도 피해자에 대한 지급지연과 오래 끄는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 이탈리아 대표들의 의

견에 동조하여 법원 밖에서 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탈리아 대표들의 제안을 지지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표들은 이 경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칙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수용 가능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심을 표명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대단히 복잡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Haven호 사고에서 일어난 피해청구권에 대해 법

정 외에서 조정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프랑스 정부와의 논의를 사무국장에게 권고

하였다. 집행위원회의 권고로 사무국장은 이탈리아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였다.

사. 시효만료(time-bar)의 문제점

(1) 법적상황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피해가 일어난 후 3년 안에 청구하게 되어 있어 Haven호 사고에 

대한 피해청구는 1994년 4월 11일에 만료되므로 국제기금에 대한 Haven호 사고로 제출된 많은 

청구건이 시효만료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제기금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한 청구자는 국제기금협

약 제7조 제6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해 법적인 수속을 하거나 기금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소수

의 청구자들 즉 프랑스 정부, 프랑스 지방정부, 모나코 시, 소수의 이탈리아 청구자만이 위의 과

정을 거쳤다. 1994년 10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무국장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제한소송에 

제출한 청구건들은 국제기금으로 볼 때 1994년 4월 11일 후에는 시효만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2) 집행위원회의 입장

  1994년 10월 회의에서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이탈리아와 집행위원회에 법적소송으로 시효

만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법적인 상황분석에 따라 기금

협약 6조 1항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건들에 대해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

였다. 

국제기금이 시효만료 문제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확신하면서도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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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이 문제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인지하여 오염손해의 피해

자들의 요구조건을 보상하더라도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에게 모든 청구건과 문제점들에 대해 총

체적 해결에 이르도록 모든 상대방과 교섭하도록 하면서 어떤 해결책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ⅰ)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의 최대 지불액은 60백만 SDR

ⅱ)피해 청구건은 계산 가능한 경제적 손실과 해양 환경손실에 관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 불가

ⅲ)시효만료에 대한 국제기금 입장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이 교섭

ⅳ)교섭은 가능한 범위 내에 국제기금협약의 제6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청구권자의 경제적 

이윤을 고려한 것

아. 총체적 정산 제안

1995년 4월에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해결책은 지원하기 위해 영국 대표들은 자문기구를 설

립하였다.

(1) 1995년 4월~6월간의 진전

  1995년 6월에 선주보험사인 UK Club과 이탈리아의 많은 피해 청구자간 합의가 있었다. 국제기

금의 변호사들은 이탈리아 청구자들과의 교섭을 주선하였고 사무국장은 합의에 이르기 전 UK 

Club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용 범위를 충족시켜야 한다

는 것이었다. 합의 금액도 적정해야 하며 국제기금이 시효소멸의 방지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집행

위원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기금과 프랑스 정부, 프랑스 20개 시군과 보상액 합

의가 이루어졌다.

(2) 총체적 정산의 제안

  1995년 6월에 선박소유자/UK Club은 총체적 정산을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5,000백만리라

(10.2백만파운드)의 추가임의 지급금을 제시하였다. 1995년 6월 집행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포함

하여 사무국장에게 국제기금의 명의로 청구자들과 교섭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137,000백만리라(56백만파운드) 범위 내에 총체적 정산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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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액(이탈리아 리라)

60백만 SDR 102,643,800,000

매년 약 10%의 법정 이자비율로 계산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기금
10,000,000,000

소  계 112,643,800,000

선박소유주 / UK Club의

임의 기금으로서 추가금액
25,000,000,000

계 137,643,800,000

집행위원회는 다음 기간과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된 총체적 정산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ⅰ)선박소유주 / UK Club의 임의 지급금 25,000백만리라를 제외하고 피해 청구자들이 

실제로 입은 산정 가능한 경제적 손실정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해양환경손실에 대한 

청구는 지급하지 않는다.

   ⅱ)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법적인 소송은 책임제한소송에 제출된 청구권을 포함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또한 피고인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대방들에 대해 배상소송을 취

하하여야 한다.

   ⅲ)국제기금, 이탈리아 정부와 다른 청구자들은 선주의 책임제한 권리를 제한할 책임제

한절차를 개시한 1심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소송을 종결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선주책

임제한기금의 이자발생과 기금협약에 따른 최고 지불가능액 결정방법에 관련한 반대소송

을 종결한다.

   ⅳ)국제기금은 사고결과 지불해야 할 기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철회한다.

   ⅴ)이탈리아 정부는 ATI와 도급자인 Castalia와 LOGECO가 제기한 청구권과 이탈리

아 내의 공공기관이 제출한 선박소유자, UK Club, 국제기금에 대해 손해를 입히지 않아

야 한다.

법원소송에서 국제기금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기금으로 된 은행보증은 이윤을 포함하고 있어 선

박소유자/UK Club은 이윤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1심법원에서 은행보증에 따른 

이윤은 청구자들의 이익이라고 하여 국제기금과 선박소유자/UK Club은 이 결정에 항소하였다. 

선박소유자와 UK Club은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책임제한기금에서 법적인 비율로 이윤을 지급하

기로 하였고, 총체적 정산의 일부로서 청구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84년과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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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협약에서도 이윤은 피해자들의 이익이라고 하였다(제4조 제4(d)항).

1984년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이 점을 포함하여 국제기금협약을 정하였고 이윤이 국제기

금의 이익이 되면 불공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위원회는 Haven호 사고의 경

우 이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추후의 

사고에서도 1971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의 입장에 대해 예외 없이 총체적 정산 내용이 되

었다.

UK Club은 집행위원회에 위의 조건으로 제안된 총체적 정산에 합의했다고 통보하였다. UK Club

은 선박소유자/UK Club이 25,000백만리라의 임의금 지급으로 쌍방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 없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Haven호 사고의 모든 법적인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제기금에서 제안한 총체적 정산은 국제기금협약 제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UK Club의 손실보

상권리도 포기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와 UK Club은 국제기금이 손실보상 지급을 축소할 원인

이 없고, 총체적 정산이 완결되는 조건에서 손실보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손실보

상의 지급에서 국제기금의 입장은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 선박소유자/UK Club에게 손실보

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1995년 6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들은 제안된 정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나타낼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총체적 해결에 대한 큰 진전이 있고 총체적 정

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제안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위의 조건

에서 정산제안을 1995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교섭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의 연장도 고

려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장은 이 기간을 1995년 10월 16일까지 연장하였다. 집행위원회는 Haven

호 사고의 교섭과 총체적 정산을 위한 어떠한 결정이나 합의는 선행의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 경우

의 매우 특수한 상황에 국한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1995년 6월~10월의 진전

  1995년 10월에 선박소유자/UK Club과 개인, 중소기업의 667건의 이탈리아 청구자간에 총액 

13,046백만리라(3.5백만파운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가로 84건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389

백만리라(157,900파운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선박소유자/UK Club 사이에 16건 중 12건의 

이탈리아 ATI 도급자들이 8,450백만리라(3.4백만파운드)에 합의하였다.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4건의 청구건은 이탈리아 정부의 총체적 정산에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박소유자/UK 

Club은 Liguria 지방정부, Savona주, 7개의 지방정부의 방제비용과 추가경비로 총 780백만리라

(316,700파운드)에 합의하였다. 1993년 10월에 집행위원회는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

장을 내려서 이 비용은 임의금으로 지급되었다. UK Club은 국제기금의 입장을 수용하여 총체적 

정산으로 이들의 청구건들을 수용하였다. 국제기금과 프랑스 정부, 31개시군, Port-Cros 국립공

원이 총 23.3백만프랑(3.1백만파운드)에 합의하였다. 모나코시가 제출한 피해청구건도 270,035

프랑(35,600파운드)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선박소유자/UK Club과 많은 청구권자 사이의 합의는 합의된 금액이 서명 후 6개월 내에 지급되

지 않으면 없던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탈리아 정부가 1995년 7월 말까지 총체적 정산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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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선박소유자/UK Club은 합의된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탈리아 정부와 

Liguria 지역을 대표한 변호사의 논의에 따라 선박소유자/UK Club은 제안된 총체적 정산 기간 

내에 재 청약하여 Liguria 지역과 다른 공공기관에 임의금 지급을 직불하기로 하고 재합의한 부

분 중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지불액 중에서 동일한 보상액을 차감하기로 하였다.

1995년 10월 11일 자문그룹의 논의 후에 집행위원회는 런던의 이탈리아 대사관에 이탈리아 정부

의 입장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 의장은 그의 서신에서 집행위원회의 총체적 정산 제안을 이탈리아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정부의 입장을 1995년 10

월 16일 집행위원회에 서신으로나 구두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이탈리아 정부는 집행위원회의 총

체적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서신을 보냈다.

(4) 1995년 10월 집행위원회의 권고

  1995년 10월 집행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대표들은 이탈리아 정부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위원회

의 상기 서신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당국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왔다. 이탈리아 대표들은 이탈리아 

정부는 제안된 총체적 정산에 큰 관심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

다. 이탈리아 정부당국은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쟁점의 복잡함 때

문에 이탈리아 당국이 아직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결정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이

탈리아 당국이 총체적해결 제안을 계속 조사하길 바라면서 총체적 해결안을 총회에 넘기기로 결

정하였다.

(5) 1995년 10월 총회의 권고

  1995년 10월 총회에서 많은 대표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Haven호 사고의 총체적 정산을 받아들

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총

체적 정산 합의 도달 후에도 보상금을 즉시 받지 못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청구자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국제기금도 임시 처리된 피해 청구자들이 시효만료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다..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국제적 보상의 장래에도 이러한 상황의 결과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보상체계

는 기금협약의 기본 테두리 내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한 원칙을 기꺼이 수용할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환경피해 청구권의 관점에서 야기된 이런 특수한 문제

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였다.

(6) 피해청구 확정명부(List)

  1996년 4월 Genoa 1심법원은 보상을 위해 책임제한소송에서 수용 가능한 피해 청구건을 결정

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수용 가능한 청구건 목록의 총액은 이윤과 보상 과정 중 통화팽창에 의

한 것을 포함 하여 총 186,000백만리라(60백만파운드)이었으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청구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환경피해에 대한 청구건에 대해 1971 기금 입장은 계량화되지 못하는 환경피해

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기금협약의 해석에서 1971 기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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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인 모델에 의해 추정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평가는 거절되었다(1980년 총회에 채택한 

1971 기금 해석 N°3). 총회의 보상정책은 청구자의 계량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

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결은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기금협약은 환경피해를 배제하지는 않으

므로 이탈리아 정부만이 환경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환

경피해는 상업적 또는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 할 수 없으므로 이 피해는 방제비용의 약 1/3의 비율

로 평가하였는데(40,000백만리라 또는 13백만파운드) 법원의 견해는 방제작업에 의해서도 회복

되지 않는 환경피해로 평가하였다.

(7) 항소

  1971 기금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1971 기금이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계약자, UK 

Club에 대해 시효만료에 대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환경피해에 관

한 청구에 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1971 기금은 항소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도 법원이 완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많은 청구건들에 대해 항소하였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환경피해 보상이 판결에 의

해 정해진 액인 40,000맥만리라(13백만파운드)에서 883,435백만리라(284백만파운드)로 증액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선박소유자/UK Club에 의한 정산

  1996년 4월 지방정부의 발표에 따라 UK Club은 Liguria 지방, Genoa주, Savona주, 20개 시

군에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임의금 25,000백만리라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995～1997년 

사이 선박소유자/UK Club은 이탈리아 정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기한 청구건에 대해 정

산하였다.

(9) 1971 기금의 지불

  1971 기금은 두 곳의 이탈리아 방제 계약자에게 1,582백만리라(666,000파운드)와 과지급에 대

한 기금의 안전장치로 프랑스 공공기관(프랑스 정부 외)에 10.7백만프랑(1.4백만파운드)을 지급하

였다.

(10) 총체적 정산

  1995년 6월 선박소유자, UK Club, 1971 기금이 총체적 정산을 제안한 후 1998년 4월에 이탈리

아 정부는 이탈리아 국회에 국무총리가 선박소유자/UK Club과 1971 기금과 정산합의를 결론짓

도록 하는 법안(bill)을 제출하였다. 

1998년 4월 총회에서는 이탈리아 국회에서 법안이 채택, 통과되면 총회에서 인준한 총체적 정산 

조건이 만족될 때 사무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여 이탈리아 정부, 프랑스 정부, 모나코 시에 정산

액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총회는 총체적 정산의 부분으로 UK Club에 2.5백만파운드를 1971 기

금협약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탈리아 국회에서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어 1998년 7월 16일 대통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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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되었다. 그 후 삼자간 합의로 이탈리아 정부, 선박소유자/UK Club, 1971 기금 사이에 총체

적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회의 권고로 법안의 기간과 합의사항이 일치하여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이 의안은 1998년 11월에 쟁점화 되었다. 제안된 합의를 법안이 확정하였으

나 합의에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998년 12월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9년 3월 4일 로마에서 삼자합의가 서명되었다. 삼자간 합의에 따라 이탈리아 법원에 계류중

인 법적인 소송들이 철회되었다. 합의에 기초하여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기금협약에 따라 국

제기금의 최대 지불가능액은 60백만SDR 이었다. 1971 기금에 의해 지불된 총액은 환경피해와

는 연관이 없었고, 선박소유자/UK Club이 임의금으로 이탈리아 정부에 지불하기로 하였고, 어

느 당사자도 책임소재가 없었으며 1969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책임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

로 하였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삼자합의는 1999년 4월 22일 회계법원에 공증·등기하였다. 별

도의 합의로 선박소유자/UK Club과 1971 기금사이에 손실보상 쟁점에 대한 서명이 1999년 3월 

4일 로마에서 있었다. 

선박소유자/UK Club과 1971 기금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지급은 Genoa에 있는 은행발행의 비

실효 신용장으로 지급되었다. 은행의 기금 방출은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서류제출 시 적정한 법

적절차에 따라 인출되었다. 인출신청은 1999년 5월 19일에 있었고 1971 기금이 대법원에 항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용장에 따라 1999년 5월 27일에 이탈리아 정부에 지급하였고 1999년 5월 28

일 인출되었다. 1971 기금은 프랑스 정부에 12,580,724프랑(1.3백만파운드)를 1999년 6월 17일 

지급하였고, 1999년 6월 22일 270,035프랑(28,000파운드)를 모나코 시에 지급하였다. 1971 기

금은 2.5백만파운드를 UK Club에 1999년 5월 7일 손실보상으로 지급하였다.

(11) 추가 피해청구

  Inperia주에서 1997년 책임제한소송절차에 어업 이윤에 대한 추가 피해청구가 있었다. 삼자간 

합의에 따라 선박소유자/UK Club은 이 청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고 1971 기금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1999년 4월 16일 결정에서 책임제한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절차상 이유

로 이 청구권을 기각하였다.

(12) 총체적 정산의 결과

  1971 기금에 대한 총체적 정산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71 기금은 78,693,580,000리라

(26.4백만파운드)를 보상으로 지급하였고 2.5백만파운드를 선박소유자에게 손실보상으로 지급

하였다. 삼자간 합의에 따라 UK Club은 이탈리아 정부에 47,597,370,907리라(16.5백만파운드)

를 지불하였으며 이에는 임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느 상대방도 책임은 없으며 1969 민사책임

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써 이탈리아 정부

가 받은 피해보상 총액은 117,600백만리라(42.9백만파운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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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1971 협약에 따른 총액(60백만SDR)을 선박소유자의     이탈리아 리라 

  책임 제한기금 전환일 기준 환율                            102,643,800,000

차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액(14백만SDR)
-23,950,220,000

78,693,580,000

차감   1971 기금이 2 이탈리아 계약자 지급
-1,582,341,690

77,111,238,310

차감
  1971 기금 프랑스 공공기관 지급(10,659,469프랑)

  (96.3.28 프랑스 프랑 구입일 환율 적용)

-3,321,490,540

73,789,747,770

차감

  1971 기금 기타 지급(98.9.27 프랑으로 환전)

                       프랑스 정부 FFr 12,580,724

                       모나코시티         270,035

                          

                                   FFr 12,850,759

-3,787,118,688

  1971 기금이 이탈리아 정부 지급 70,002,629,093

UK Club 기금(선박소유자 손실보상) ￡2,500,000

(13) 형사소송

  Genoa 법원에 형사 사건으로 Haven호의 선박소유자와 운용자 3인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1997

년 11월 판결에 의해 석방 되었다.

1.4. Sea Empress호 사고

1.4.1. 사고경위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Sea Empress(77,356GRT)호가 130,000톤의 원유를 싣고 영국 남서

부 웨일즈의 Milford Haven항에 입항하다가 1996년 2월 15일 좌초되었다. 항구 밖에서부터 유

조선에 도선사가 승선하여 있었지만 화물창 4칸과 몇 개의 밸러스트(ballast) 탱크가 파열되어 약 

6,000톤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만조 때에 다시 재부상하였으나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날씨가 계

속 나빠 여러번 좌초 되었고 간조 때에 기름이 유출되었다. 2월 21일에 저녁 만조 때에 다시 재부

상하여 Haven 항내에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나머지 화물유 58,000톤이 유출되었다. 3월 27

일 Sea Empress호는 예인되어 Milford Haven을 떠났는데 추가로 소량의 연료유가 유출되어 모

두 약 72,000톤의 원유와 360톤의 연료유가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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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Sea Empress호의 인양성공(IOPC년보, 2003) 

1.4.2. 유류유출의 영향

  웨일즈의 남서부 해안은 풍광이 수려하고 수산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유류유출로 해안선 약 

200km가 오염되었다. 오염된 많은 연안이 Pembrokeshire 연안국립공원으로 영국의 3개 해양

자연보존지역의 하나이다. Milford Haven 연안이 심하게 오염되었고 Haven항 밖에서는 기름이 

남쪽과 동쪽으로 흘러 Pembrokeshire 남쪽해안을 오염시켰다. Bristol 해협의 Lundy 섬은 오

염이 적었으나 기름흔적들은 아일랜드 연안까지 도달하였다.

1.4.3. 방제작업

  구난작업이 Milford Haven 항만당국과 교통부의 해양오염방지대(MPCU : Marine Pollution 

Control Unit)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MPCU는 또한 외해의 오염방제에 투입되었다. 연합대응

센터(JRC : Joint Response Center)가 1996년 2월 16일 Milford Haven 항에 개소하여 연안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 JRC는 중앙, 지방정부 당국자, 국립공원 보존청과 유류산업체 연합으로 

1997년 10월에 폐쇄되었다. 외양의 방제작업은 1996년 3월에 완료되었다. 해변과 접근 가능한 

바위해안의 청소작업은 1996년 3월 중순에 완료되었고, 주요한 휴식해변은 4월초에 끝났으나 소

규모 오염이 여름에도 다시 일어나 겨울까지 방제작업이 지속되었다. 청소작업이 가장 많았을 때

는 600명 정도가 동원되었다. 

1996년 휴가철 내내 소규모 청소팀이 다시 오염되면 곧바로 청소하여 해변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자갈해안과 바위해안의 작업은 많은 노력이 들어갔으며 특히 기름으로 덮인 바위에 

파도로 모래가 밀려왔다 나갔다하여 대단히 어려웠다. 1996년 10월말에는 폭풍우로 인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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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 기름이 다시 노출되었으나 바로 청소작업을 하였다. 약 18,000톤의 물과 기름 혼합물, 

13,200톤의 기름과 해변잡물, 기타 폐기물이 청소작업으로 수거되었다. 1996년 3월에 아일랜드 

남동연안 100km에 걸쳐 많은 백사장에 유적(Tar balls)이 띠로 분포한다고 보고되었다. 화학분

석결과와 다른 증거로 보아 Sea Empress호 유출사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변의 청소작

업은 1996년 4월에 완료되었다.

1.4.4. 어업에 대한 영향

  다양한 어업활동이 Milford Haven지역의 여러 항구 및 주위에서 행해지고 있고, 조간대에서

는 패류채포 활동도 하고 있다. Milford Haven에 근거를 두고 근해 어업인들은 오염지역에서 2

월 21일부터 자발적으로 어로금지에 참여하였고, 2월 28일에 웨일즈 사무소에서 식품 환경보전

법에 따라 근해 10-30 km 내의 지정해역에서 어류양륙이나 양식수산물의 수확이나 채포, 판매

를 금지하였다. 3월 20일에 바다에 연접된 하구에서 강으로 회유하는 연어와 송어에 대해서도 어

로금지가 설정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지해역의 연안수와 동물조직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였다.

연어와 회유성 송어에 대한 어획금지는 1996년 5월 3일에 해제하였고, 다른 어류에 대해서는 

1996년 5월 21일에 해제하였다. 바다 밑에 살고 있는 패류의 채포금지와 가재, 게와 같은 갑각류 

및 패류의 어업금지 해제는 1996년 8월 29일에,  오염 후 정상적인 환경으로 될 때까지 상업적으

로 중요한 어업활동규제는 금지해역의 대부분에서 점진적으로 해제하였다.

직접 오염의 영향을 받은 조간대의 연체동물인 패류와 해조류는 아주 느리게 회복되었다. 갑각류 

어획제한은 1996년 10월 17일에 해제되었고, Haven의 패류인 쇠고둥의 어업금지는 1997년 2월 

7일에 해제하였고, 나머지는 1997년 9월 11일에 해제하였다.

1.4.5.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

  Pembrokeshire에서 관광산업은 여러 종류의 작은 호텔들, 민박집, 카라반공원, 오두막집, 음

식점, 상점, 선박에 의한 해상여행 등이 중요하다. Pembrokeshire 연안국립공원은 400km의 해

안선이 있으며, 여행자를 위한 숙소와 마을들이 Pembrokeshire 연안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많

은 관광종사자들은 오염사고로 시설 이용 주문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사고 후 예약도 급락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1996년 관광철인 7월과 8월에는 사고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1.4.6. 피해청구처리

  선박소유자 보험자인 Skuld Club(Assurranceföreningen Skuld)과 1971 기금은 Milford 

Haven에 피해청구 사무소를 열어 피해청구를 접수, 처리, 사정하였다. 1997년도 말에는 피해청

구가 거의 없어 1998년 2월에 폐쇄하였다.

가. 보상지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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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집행위원회에서 1971 기금의 지급한계를 각 청구자의 실제 손해의 75%로 정하고 

1969민사책임협약과 1971기금협약에서 가능한 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Skuld Club

은 보상액이 적거나 청구자가 75%이상의 지급이 필요하고 긴급한 자금난을 표시할 경우 사정액

의 100%까지 지급하였다. 완전보상을 받지 못한 청구자는 1969민사책임협약과 1971 기금협약으

로 Sea Empress호에 운반되던 화물에 대한 Cristal의 보험에 의해서 Cristal 회사로부터 보상

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Cristal과의 계약에 의해 적어도 19백만SDR(16백만파운드)가 Sea 

Empress호 사고에 의해 Cristal 회사로부터 지급되었다. Cristal 회사는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모든 청구자는 먼저 피해청구를 선박소유주, P&I Club과 1971 기금에 대해 보상금 지급

을 청구해야 하였다.

1997년 10월 집행위원회는 지급수준을 결정했다. 영국대표들은 집행위원회에 영국정부가 피해

청구를 11~11.5백만파운드로 1969민사책임협약과 1971기금협약에서(60백만SDR)정한 최고액

을 초과하게 되어 영국정부는 1971기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의 피해청구를 하지 않고 대신 

Cristal 회사에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RISTAL 협약아래 영국정부의 청구에 대한 

지불가능한 액수는 1971 기금으로 볼 때 과지급 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다고 평가하여 집

행위원회에서는 1971 기금의 실제 지급액을 손해의 10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

으로 피해청구사무소는 모든 청구자에게 1997년 11월 21일 나머지 25%인 2.9백만파운드를 지

급하였다.

 

1.4.7. 보상청구

가. 일반현황

  1997년 12월 31일 총 927건의 피해청구가 피해청구 사무소에 접수되었다. 사정액은 총 13백만

파운드이고 621건의 청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중 6.8백만파운드는 Skuld Club이 지급하였고 

5.9백만파운드는 1971기금에서 지급하였다.

나. 방제작업 청구

  영국정부는 MPCU(Marine Pollution Control Unit) 관할아래 수행한 방제작업비용은 11.5

백만파운드로 추정하였다. Pembrokeshire군 의회는 중간청구로 1.1백만파운드를 1996년 4월 

1일에 청구하였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3월까지의 방제비용으로 4.2백만파운드를 추가로 청

구하여 보상을 받았다. Devon 군에서는 각각 8,900파운드, 2,200파운드, 500파운드를 청구하

여 전액 보상받았다. 1996년 Carmanthenshire군 의회는 1.3백만파운드를 방제비용으로 청구

하여 전액 보상받았다.

다. 해안선에 인접한 재산피해청구

  기름이 바람에 날려 선박과 계류시설, 건물의 재산오염으로 총 257건의 피해가 청구되었다. 가

게와 가정의 카펫 피해, 방제작업 시 개인 의복, 장비 및 방제작업 시 중장비 통과에 의한 개인도

로 손실도 포함되었다. Skuld Club에 피해청구된 것은 274,000파운드로 사정되어 보상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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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염의 영향이 없었던 피해청구 28건 총 74,000파운드는 피해보상이 거

절되었다.

라. 어업피해청구

  어업금지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해 132건의 피해청구가 있었다. 어류를 잡는 어업인도 있었으나 

대부분 쇠뿔고동과 갑각류를 잡는 131명의 어업인이 피해청구한 5.7백만파운드를 사정하여 보상

금을 지급하였다(IOPC년보, 1998),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Skuld Club과 1971기금의 소득손실

의 사정에 동의하였으나 쇠뿔고동과 갑각류를 채포하는 어업인 9명은 피해청구에 대해 최종합의

를 하지 않았다. 총 1.6백만을 청구하여 중간지급을 929,000파운드로 하였다. 어로소득손실로 

19건 총 782,000파운드를 피해청구 하였으나 Skuld Club과 1971 기금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

였다. 14개의 어류와 패류 가공회사와 상인들이 Sea Empress 사고로 인한 어획금지에 따라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입은 소득손실손해를 청구하여 10개의 회사에 중간지급으로 1.5백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 1996년 6월에 집행위원회는 오염지역 밖의 3건의 어류가공회사와 판매회사의 청구

건 즉 어로금지에 따라 패류의 공급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로금지 지역 내 북쪽 육

로로 80km에 위치한 패류가공공장은 사고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어업금지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판단, 사고와 연관된 소득손실로 인정하였다. 또 다른 청구건은 어류판매회사로 Cornwall

의 Saltash에 위치해 있으며 Milford Haven으로부터 육로로 400km 떨어져 있어 집행위원회

는 지리적 접근성이 적어 소득손실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해청구를 거절하였다. 세 번째 

New port에 있는 어패류판매회사는 Saundersfoot로부터 육로로 160km에 위치해 있었지만 패

류가공 작업은 사고지역의 패류생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오염에 따른 부차적

인 손실로 인정하여 피해청구를 수용하였다.

마. 관광산업 및 연관분야의 피해청구

  호텔, 민박업자, 캠핑장, 가게, 식당, 수상스포츠센터, 잠수학교, 낚시점등 관광산업 분야에서서 

426건의 피해청구를 접수하였다. 이 청구건들은 542,000파운드로 사정하여 95건의 청구자들에

게 410,000파운드를 지급하였다. 1996년 10월 집행위원회는 Sea Empress호 사고의 피해청구 

수용범위는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 국한하였다. 이 범주에 따라 가구와 자동차 같은 일반 관광

객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제외하고 판매되는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뚜렷한 오염 원인이었다면 

구별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영향지역 외의 내륙에서의 청구건은 사고 연관성

을 주의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연안과 사업장과의 거

리가 중요한 변수이며 연안에 도달하는 시간도 중요하므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정

결과도 다양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였다. 

Milford Haven항으로부터 450km떨어진 도매상에 의한 피해 청구건은 Milford Haven항에서

부터 11km떨어진 물류창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영국 전역에 169개의 물류창고, 1,700여개의 호

텔과 670개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의 피해 청구건은 유류오염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직접 

물건을 팔거나 유류오염으로 방문객의 감소로 소득이 직접 감소할 때이므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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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방문자들을 상대로 하는 물품공급은 연관성이 적어 집행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도매상의 영업 중심은 기름유출 영향지역이 아니

어서 소규모지만 이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수입에 직접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물류창고의 수

입 감소는 호텔, 식당의 손실보다는 관광산업의 축소에 따른 간접영향으로 보아 오염에 의한 손실

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청구를 거절하였다. 마찬가지로 빙과제조, 냉동식품 공급자, 우편엽서 제

조자, 세탁소 등의 청구건도 거절하였다.

바. Youth Hostel 연합의 피해청구

  Cardiff에 위치한 Youth Hostel연합(YHA)은 Wales에 있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소득손실의 피

해 청구를 하였다. 본부는 Wales 밖에 있으며 휴일에 영국과 Wales에 240개 체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Pembrokeshire에 8개의 호텔과 Wales에 37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것

과 관련된 청구이었다. 집행위원회는 Pembrokeshire에 있는 8개의 호텔은 오염과 영업활동사이

에 지리적 접근성을 충족시켜 오염에 의한 소득손실을 다른 지역의 Hotel들의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사. 낚시클럽과 낚시 면허판매 회사의 피해청구

  낚시면허를 파는 한 회사와 Wales의 강에서 낚시활동을 하는 클럽에서 영국정부에 의해 내려진 

회유성 어류의 낚시금지에 따른 피해를 청구하였다. 일별 입장권 판매 감소에 따른 소득손실과 낚

시학교, 장비와 음식료 등의 부대 수입 감소에 대해 청구하여 집행위원회는 오염으로 인해 일어난 

소득손실이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1.4.8. 사고원인 조사

  Sea Empress 사고원인은 교통부의 해양사고 조사사무소(MAIB ; Marine Accidents Inves-

tigation Branch)에서 사고의 상황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는 책임을 묻기보다 바다에서 인명안

전을 높이고 장래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보고서가 1997년 3월 27일에 출판되었다. 적절

한 책임소재는 묻지 않고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기술하였다.  MAIB는 보고서에서 최초의 좌

초는 도선사의 잘못으로 대규모 유조선 유도에 필요한 훈련부족과 경험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리베리아의 해사 판무관도 Sea Empress의 좌초보고서를 출판했는데 도선사의 잘못과 도선사

와 항만당국 간 원활하지 못했던 조정이었다고 보고하였다.

1.4.9. 1971 기금에 대한 법적 소송

  1999년 2월 15일 시효 만료 전 합의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194건의 피해 청구자들이 선박소유

자, Skuld Club과 1971 기금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25건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86건의 청구건은 총 600,000파운드를 요구하였고 이중 250,000파운드를 요구한 54

건의 피해청구는 45,000파운드에 합의하였고 나머지 26건의 청구건 중 25건은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청구에 대한 내역제공을 할 수 없었고 나머지 패류 판매회사의 청구건도 집행위원회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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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Sea Empress호 사고는 항만운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국제기금과 선

주보험사가 Milford Haven 항만청(MHPA)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MHPA는 책임이 없

다고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유류회사인 Texico도 MHPA와 Haven항 도선사 회사에 구상권 소

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만청과 계약한 보험자가 총 2,000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합의하

여 국제기금에서 지급한 보상총액의 67%를 보상받기로 집행위원회에서 동의하였다.

1.5. Braer호 사고

1.5.1. 사고경위

  1993년 1월 5일 아침, 라이베리아선적 Braer호(44,989GRT)가 약 84,000톤의 북해산 원유

를 싣고 풍속 40~50노트, 황천으로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기관고장으로 영국 Shetlands 군도 

Ganths Ness에 좌초되었다.  좌초 후 바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승무원들은 좌초 전 헬리콥터

로 구조되었다. 영국정부와 Shetland군도 의회는 교통부의 해양오염방지대(Marine Pollution 

Control Unit ; MPCU)를 통해 즉시 오염방지를 실시하였다. 

항공기로 분산제를 살포하였으나 해상에서의 대규모 작업은 기상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기상악화

는 1월 24일까지 계속되어 선박이 난파되었고 화물과 벙커유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대부분의 기

름은 1993년 1월 5일과 12일 사이에 유출되었으며 1월 24일 난파선 조사에서 화물과 기름은 남

아있지 않았다. 199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부조사에서도 선박은 붕괴되었고 연료유나 화

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림 2-2-3.  Braer호 좌초사고(IOPC연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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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름은 자연적인 분산으로 일부 해안선만 오염시켰으나 강한 바람이 육지 쪽으로 기름 포

말을 뿌려대 주로 해안에 가까운 가축 방목지와 주택이 큰 피해를 입었다. 좌초된 지역의 해안선

은 암반이고 동굴, 만, 절개지가 많은 지역으로 북쪽으로 기름이 퍼져 Shetlands 서부연안 30km

를 오염시켰다. 동·서쪽의 절개지는 새들의 서식지로 중요한 곳이며 붐과 모래주머니로 차단하였

다. 기상악화로 더 이상의 붐 설치가 불가능하여 서쪽의 연어 양식장 가두리는 보호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1.5.2. 피해청구

  1993년 1월 8일 선박소유자의 P&I 보험회사인 Skuld Club과 국제기금은 Shetland Lerwick

에 연합으로 Braer 피해청구사무소를 개설하여 피해청구자들의 피해청구서 작성을 도왔고 제출

된 청구건들을 처리하였다. 피해청구사무소는 피해청구 업무가 줄어 1994년 5월말에 Aberdeen

으로 옮겼고 Lerwick에는 소규모 인원만 남아 수표처리 등 잔무처리를 하였다.

가. 피해보상청구

  1993년 12월 31일에 총 845건의 피해청구가 제출되어 그 중 700건이 사정되었고 그 금액은 약 

21.3백만파운드였다.

(1) 재산손해

  주택과 담장 등의 청소와 도색, 지붕교체 경비로 397명이 총 2,244,627파운드를 보상 받았다.

(2) 초지오염

  Braer호 사고로 기름 비말에 의해 상당지역(약 40~45㎢)의 초지를 오염시켜 23,000마리의 양

이 초지를 옮겨야 했으며 특수먹이를 주어야 했다. 1993년 2월 11일 30~35㎢가 오염초지가 제

거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1993년 9월 10일에 새로운 초지조성을 위해 제거되었다.  국제기금은 초

지방목을 할 수 없는 양, 소, 말의 사료경비를 인정하였고 사료는 200명 이상의 곡물 경작자와 농

부에 의해 공급되었다. 이 비용으로 국제기금과 Skuld Club은 491,027파운드와 초지조성용 비

료구입에 120,285파운드를 지급하였고 양의 사료공급에 따른 추가노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하

여 국제기금은 141건에 1,712,192파운드를 추가 노동비와 농장 기계화, 암소, 양 손실비로 지급

하였다.

1.5.3. 어업에 대한 영향

  1993년 1월 8일에 영국정부는 어로금지구역을 Shetlands 서부연안에 설정하였고, 어류, 패류포

획이나 판매를 금지시켰고 이것은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다. Whitefish의 어획금지는 1993년 4

월 23일까지 지속되었고 1993년 봄에 가두리에 넣었던 연어는 12월 8일에 해제하였으나 패류와 

1992년에 입식한 연어는 12월말까지 어획금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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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과 패류어업

61명의 어업인이 제한금지구역내의 수입손실 보상을 청구하여 1,041,506파운드를 지급받았다. 

(17,073파운드/인 ≒ 35,853,300원/인, 1파운드는 2,100원 계산 시)

나. 1991년 연어입식 연어 양식장

  사고당시 1991년 봄에 입식한 연어는 수확 중이었다. 선박소유주, Skuld Club과 국제기금은 전

문가들의 권고로 영향지역 연어의 탄화수소를 분석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정화되지 않고, 어업

제한도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상생산이 어렵고 가두리 체류기간

이 길수록 손실이 커지므로  1993년 2월 5일 선박소유자, Skuld Club, 국제기금은 연어 양식업자

들에게 Braer호 사고 전 수확하지 않은 1991년 입식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살처분 하도록 협

의하여, 1993년 3~5월 사이에 도살처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7,175,470파운드(약 15,068

백만원)를 보상하였다.

다. 1992년 연어입식 연어 양식장

  집행위원회는 6월에 국제기금이 정부당국이 취한 어업금지나 제한결과 경제손실과 유취로 인한 

수산물 폐기에 대한 보상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금의 생산물

의 파기 결정이 과학적이고 다른 증거가 가능하면 문제의 생산물의 오염여부와 수확 전 오염이 사

라지거나 또는 생산물이 수중에 남아있어 다음 생산을 저해했을 때 또는 정상적인 수확시기에 상

품화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993년 봄과 여름에 국제기금은 금지구역 내에서 1992년 연어입식분의 총 손실량이 밝혀지지 않

았으나 어류내의 탄화수소와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금지구역내의 많은 양식업자들

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993년 8월에 1992년 입식된 연어의 수확이 시작되나 정상적으로 수확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양식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정상적으로 사업장별로 매월 수확이 가

능한 1992년 입식분에 비례하여 도살처분 하는 것을 수용하고 과학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때 재조

정하기로 하였다. 활력이 좋지 않고 냄새가 심한 연어 양식장의 모든 고기의 도살처분도 받아들여 

1992년산 입식분에 대해서도 5,229,483파운드(약 10,982백만원)를 보상하였다.

1993년 10월 총회에서 집행위원회는 1993년 1월부터 7월까지 일정기간 어업금지 구역 내·외부

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Scottland 연구소에서 분석한 검사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7월 검사시료

는 탄화수소와 냄새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13개소의 표본에서 3개만이 냄새흔적이 있을 뿐 정상

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영국정부가 시행한 어업금지구역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

점을 나타내었다.

10월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은 생산물 파기는 모든 방면의 철저한 기초조사 위에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로 계획에 따른 수많은 표본에 대해 규칙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피

력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로 판매가 가능한 시기와 판매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사계획에 따른 많은 결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된 판매시기가 크리스마스 이전인 점

을 고려하면 손실 정도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어 양식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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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입식분을 도살처분한 것에 대해 비합리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 국

제기금은 파기된 어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무국장의 처리에 동의하였

다. 나머지 1992년 입식된 연어의 도살처분 조건에 관하여는 양식업자와 국제기금간 조정이 있으

나 1993년 12월에 한 연어양식장의 파기 외에는 나머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라. 어류공급 부진에 따른 어류가공 피해청구

  어업금지 조치에 따라 어류공급이 중단된 결과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류가공 회사가 피해

를 청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대형유류오염 사고 시 어류공급을 예상할 수 없고, 간접적인 영향으

로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14개 어류가공공장피해에 대해 1,784,904파운드(3,748백만원)를 보상

하였으며 이는 각 공장 당 평균 약 267백만원을 보상받았다.

마. 어업금지 지역 밖 피해청구

  어업금지구역 밖의 연어 양식업자들이 어가하락에 대해 피해를 청구하였다. 어류가공업자들도 

사고로 인해 판매량 감소 뿐 아니라 Shetland 어류 수매가 감소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청구하였

다.  집행위원회는 연어 양식업자보다는 영향을 덜 받았지만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오염에 의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1993년 2～4월 기간 동안 가격감소로 인해 입은 연어양식장 손실로 1993년 

12월에 38,499파운드를 보상하였다.

바. 가격하락에 의한 어류생산업자의 소득손실

  어류생산업자들은 어업금지와 유류오염사고의 대대적인 대중매체의 보도로 어류의 가격이 하락

하였을 뿐 아니라 구매요청도 감소하였다고 피해청구를 하였다. 총 피해액의 계산은  Shetland에

서 매월 어류가격과 Aberdeen에서의 상대가격비교로 통계학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더라면 각 어종에 대한 예상가격으로부터 손실을 계산하여 1,072,300파운드를 청구하

였다. 이에 대해 국제기금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은 시장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만을 제외

하고는 계산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자료로부터 시장 외적인 다른 요인을 고

려하여 사정하였다. 1994년 12월 국제기금과 어업인 대표자들은 Whitefish 8종에 대한 가격정

보로부터 분석한 결과 58명의 어업인에게 446,180파운드를 보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연어의 가격하락 손실

  제한구역 외에서 국내와 국외 수출용 연어의 가격은 사고의 영향을 받아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

로 관련어업인들은 1993년말 까지 8.3백만파운드를 피해청구 하였고 그 후에도 동일한 정도의 피

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기금 전문가들은 연어 무역에서의 어업인 제출 자료와 다른 자료를 

분석하여 사무국장은 사고 후에 연어가격의 하락을 인정하여 피해기간과 하락가격을 계산하여 

제한지역 밖에 위치한 27개의 연어 양식장 피해 청구건에 대해 311,593파운드(654백만원≒24백

만원/청구건)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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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어 치어 생산업자의 청구

  사고가 일어난 Shetland로부터 500km 떨어진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있는 연어치어생산회사는 

2,604,506파운드(≒5,463백만원)의 피해를 청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사고 후 Shetland 연어

양식 산업은 신뢰를 잃었고 연어치어의 가격하락과 치어주문 감소와 취소에 따른 것으로 구매자

가 나타날 때까지의 관리비용 외에 생산경비증가, 일반관리비증가 및 기타 손실에 대해 청구하였

다. 1994년 5월 집행위원회는 회사의 청구는 지리적 접근성이 없어 보상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거

절하였으나, 1994년 10월 집행위원회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재심의를 하였다. 영국 대표들은 사고

결과 제한지역 외에 치어를 판매하였으므로 손실이 감소하여 청구액이 총 750,000파운드에서 1

백만파운드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집행위원회의 재심의에서 회사가 입은 손실은 재산권에 대한 손실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주장한 

손실은 Shetland에 연어 치어 생산에 적당한 담수가 없어 Shetland 자체의 치어 구매가 없고 지

리적인 접근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치어생산 활동은 Braer호 사고나 이전 

사고에 의해 지리적으로 오염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와 Shetland 연

어양식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위원회로 볼 때 회사는 Shetland 연어양식 산

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와 연어양식 산업과는 금전적으로 서로 연관은 있

으나 피해 청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호 관련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추가

로 회사의 치어생산 활동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도 아니며 오염된 해역에서의 업무수행에

도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아 피해 청구자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외적인 관련

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집행위원회로서는 오염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치어 

구매계약 기피와 적절한 대체 시장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려 국제기금에서는 보상 조건

이 충족되지 않아 본 청구건을 거절하였다.

노르웨이에서 연어 무역업자가 제출한 수수료 감소와 무역 손실에 대한 청구건은 거절되었으며 덴

마크의 사료생산 업자가 청구한 제한지역 내에서의 사료 판매 감소에 따른 손실에 대한 청구건도 

거절되었다.

아. 진주담치(홍합)양식 피해청구

  제한지역 내에 있는 진주담치(홍합) 양식장들에게 손실로 15,600파운드를 보상하였다. 진주담

치 양식어업인 2명이 Braer호 오염으로 치패가 붙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피해

를 청구하였으나 국제기금의 전문가들이 제한지역 내외부에서 치패 부착정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

가 없어 피해청구를 거절하였다.

자. 가리비와 비단가리비 피해청구

  Shetland 내해에서 가리비와 비단가리비를 채취하는 어선단이 1995년 2월 제한금지구역 선포

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형개체가 많은 것에 대해 피해를 청구하였다. 국제기금 전문가들은 청구

자들이 주장한 Braer호 사고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집행위원

회는 소득손실은 인정되지만 실제적인 자원감소와 Braer호 사고와의 오염관련성을 입증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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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1.5.4. 피해청구 및 보상

가. 순수한 경제적 손실 피해청구

  Braer호 사고 결과로서 순수한 경제적 손실로 많은 피해청구가 있었다. 어업금지 구역 내의 어로

활동의 순연에 따른 일거리 감소로 어구수선을 하는 한 회사와 연어 그물망갈이 작업을 하는 잠

수부, 고기부스러기 수집상이 소득손실 피해를 청구하였고, 연어 양식업자들로부터의 구매가 없

는 얼음공장과 상자생산업자도 손실피해를 청구하였는데 집행위원회는 오염손해로 인정하였다. 

Shetland에서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입은 고용인들이 수입손실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Aegean Sea호 사고에서 제기된 청구건과 유사하다고 보아 집행위원회에서 거절하였다.

나. Braer호 사고의 부정효과 만회활동

  1993년 10월 집행위원회는 Shetlands 연어양식협회, Shetlands 어류가공협회, Shetlands 어

류생산자협회 공동으로 제출한 Shetlands 어류생산 명예회복에 대한 Braer호 피해청구를 논의

하였다. 사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은 “오염

손해”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나 방지목적의 활동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민사책임협약

에서는 이 협회의 활동은 “방지목적”에는 들어가는 항목으로 보았다. 사안을 논의한 후 집행위

원회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목적으로 보아 다음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ⅰ)제안된 조치 경비가 합리적일 것

    ⅱ)조치 경비가 더 이상의 손해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일 것

    ⅲ)조치가 적절하고 성공 가능한 적합한 전망을 가질 것

    ⅳ)판매 촉진에서 취한 조치가 시장의 실제목표와 관련 있을 것

  집행위원회는 이런 형태의 청구를 수용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거나 그런 활동의 계획 제안을 수

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제기금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러한 활동이 수행되었을 경우 청구자들의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실제적인 경비 범위 내에서 수용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활동으로 수행한 충분한 경제적인 근거가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서 국제기금은 Shetlands 

연어 양식협회가 청구한 부분을 받아들여 사고에 의해 유발된 Shetlands 명예회복활동·청구에 

대해 218,301파운드(458백만원)를 결정하였으며, 위 협회의 판매활동 청구비용에 대해 60,016

파운드를 보상하였다.

다. 관광분야

  Shetlands 관광협회가 Braer호 사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한 활동경비 피해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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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협회는 1993년에 오염으로 인한 관광피해는 3.8백만파운드(63억원)로 추산하였다. Braer

호 사고로 인해 다음 5년 동안 관광 유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손실은 24.6백만파운드로 추산

하여 3,395,800파운드의 경비로 유치활동을 한다면 20백만파운드의 손실감소를 방지하기 위

한 방안을 제안하여 국제기금은 위에 언급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였다. 국제기금은 사고 직후 

Shetland 관광산업분야에서 손해를 축소하기 위한 활동 경비로 66,295파운드를 지급하였다.

라. 공공기관

  영국정부는 해상, 연안의 방제작업, 선박·화물구난, 수질과 어류의 탄화수소 양을 조사한 경비

로 2.6백만파운드를 보상청구 하였다. Shetlands 의회는 1994년 초 Braer호 사고에 따른 의회의 

경비를 보상청구 하였다. 의회가 소유한 건물의 청소작업 비용으로 총액 23,320파운드를 청구, 

18,920파운드로 사정, 지급하였다. 시민항공대도 Sumburgh 공항의 터미널 건물의 청소와 관련 

52,443파운드를 청구하여 1993년 5월과 6월 국제기금에 의해 전액 보상 받았다.

마. Scottland 임시 기금사무소

  영국정부는 Scottland 사무소를 통해 지급을 용이하게 집행하기 위해 임시 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임시기금은 Skuld Club과 국제기금의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아 즉각적인 지급이 원활하지 않

을 때  Skuld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 민사책임협약이나 기금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가능

하다면 청구자들에게 선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연어 양식장 분야의 피해청구에 관련된 것

으로 임시기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2,651,090파운드였다. 이것은 1994년 초에 국제기금에서 임시

기금에 재지불되었다.

바. 사고원인 조사

  영국정부는 교통부의 해사사고 조사분원(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조사가 라이베리아 당국의 해사위원회(Commissioner of Maritime 

Affairs)에서도 조사하였다. 조사보고서가 1994년 1월 20일 출판되어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의 스

코틀랜드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1.5.5. 시효만료 문제

  1995년 10월 집행위원회는 시효만료 전 청구건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하는 문제를 협

의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청구자들에게 협약에 정해진 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어떤 

해석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총회는 국제기금이 피해청구자들에게 완전 지급이

건 일부 지급이건 합의한 피해 청구자들의 법적인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청구자들이 법적인 행동

을 하지 않더라도 시효만료로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다.

1.5.6. 법원소송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건은 1996년 1월 5일 바로 시효만료가 된다. 270명의 피해 청구자들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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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백만파운드의 청구건으로 Edinburgh 항소법원에 선박소유자, Skduld Club, 국제기금을 고

소했다. 주요내용은 지붕수리, 연어값 하락, 어업손실과 어류 가공분야 개인상해로서 영국정부와 

Shetland 의회에도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청구건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영

국정부와 어업인들은 법원심의 정산을 위한 권리도 신청하였다. 

가. 일반적인 상황

  1996년 11건 2,291,863파운드의 소송을 취하하였다. 진행 중이었던 12건 총 3,797,129파운드

를 청구하였던 것은 878,299파운드에 정산되었다.

나. 재산피해

  84건의 8백만파운드의 지붕교체 청구건은 거절되었다.

다. 가격하락에 의한 연어양식장 수입손실

  오염에 의한 영향 지역 밖의 가격하락 영향은 적어도 30개월로서 국제기금과 선주보험사인 Skuld 

Club은 가격하락은 사고 후부터 1993년 6월까지 311,600파운드를 이미 지불했다. 청구인들은 

가격하락이 1995년 중반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제기금은 더 이상의 보상을 거절

하였다. 40건의 청구건에 11.3백만파운드가 법적 소송의 주류였다. 1996년에는 3건 598,113파

운드의 법정소송이 철회되었다.

라. 어업인과 패류 채포업자의 청구

  제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작업하지 못했던 1993년 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총 7백

만파운드를 청구하였다. 많은 어업인들은 추가로 어류와 패류의 어획량 감소가 2000년까지 회복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형 4척의 어선이 1995년 6월 말까지의 사고 후 먼 지역으로 어로와 어로방법을 바꾼데 따른 

소득손실 보상을 요청하였다. 정상적인 연간소득은 모두 350,000파운드였다. 상업어류 생산은 

Shetland의 다른 지역과 비교 시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표층 퇴적물의 탄화수소가 높아진 이유

로서 스코틀랜드 사무소로부터 얻어진 자료로 볼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수년이 소요될 것으

로 국제기금은 인식하였다. 문제는 1971 기금이 4척의 소형선 청구건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집

행위원회는 보상은 엄격히 이미 입은 손실에 대해 지불되어야 하며 장래손실에 대한 청구는 법

적 소송의 주체가 되지만 69 CLC와 71 Fund 협약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수용하지 않음을 결정

하였다.

마. P&O Scotlish Ferries 회사의 청구

  회사는 902,600파운드의 소득손실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기름사고로 인해 Shetland와 Ab-

erdeen 정기 운항선에서 관광객의 감소와 화물감소에 대한 청구였다. 집행위원회는 1971 Fund

에 의한 개연성이 적으며 오염과 청구자의 활동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구자의 사업은 

Shetland의 경제활동의 중요부분이 아니어서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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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적인 상해

(1)인명상해 청구

  1995년 10월 집행위원회는 기름증기에 따른 호흡기 장애와 기름접촉으로 인한 피부 손상 등 계

량화하지 않은 많은 인명상해 청구가 선박소유자, Skuld Club과 1971 기금에 제출된 것에 논의

하였다. 민사책임협약을 채택한 1969년 국제회의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접촉으로 인한 인명상해

는 인정되나 다른 이유는 인정될 수 없으며 연이어 일어난 손해도 실제적으로 사고선박의 기름 접

촉에 의한 피해여야 하고, 손해정도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5건 총 500,000파운드에 달하는 

법적소송이 진행되었다. 그중 한 청구건은 250,000파운드로서 Braer호 사고로 인해 공동소유인 

가축, 초지, 농작물 등이 오염되어 스트레스, 염려, 낙담 등 정신적 피해에 관한 것으로. 예비 청문

심의에서 가해자 측은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기금협약을 영국 법에서 수용하였고 본 협약목

적은 신체적 물리적 상해에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동 경영자로서의 피해청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법

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박소유자, Skuld Club과 1971 기금은 법적규정

으로 볼 때 스트레스, 염려, 낙담 등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청구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6년 6월에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1999년 5월에 피해청구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법정 소송을 취하하였다.

1.6. Erika호 사고

1.6.1. 사고경위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남부 브레스트 해안에서 남동쪽 110㎞떨어진 해상에서 벙커C유 

31,000톤을 적재하고 프랑스 Dunerque항에서 이탈리아 Livorno항으로 항해하던 Erika호

(19,666G/T, 말타선적)가 비스케이만에서 거친 해상기상(풍속 8～9m/sec, 파고 6m)을 만나게 

되었고 선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던 사고선은 오전 6시에 두 동강이 났다. 이로 인해 적재되어 있

던 벙커C유 약 14,000여톤이 유출되었다. 

당시 선수부에는 6,300여톤, 선미부에는 8,300여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선수부는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수심 100m 해저에 침몰하였고 선미부는 프랑스 구난회사에서 예인선과 예

인색을 연결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해안쪽으로 예인중 선수부와 18km 떨어진 수심 130m 해저에 

침몰하였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89 

2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그림 2-2-4.  Erika호의 사고해역 좌초지점(IOPC년보, 2000)

1.6.2. 방제작업

  부르타뉴 Brest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부는 국가방제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에 따

라 해상에서 방제작업을 하였다. 많은 함정이 해상 기름회수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독일, 네덜란

드, 스페인, 영국도 기름 회수선을 파견, 방제작업을 도와 약 1,100톤의 기름을 회수했다고 보고

하였다. 1999년 12월 25일 St. Nazaire, La Baule, Le Coisic과 La Turballe연안에 기름이 심

하게 오염되었다. 드문드문 널리퍼진 기름오염은 Finistere와 Charente - Maitine 사이에 400 

km에 걸쳐 오염을 일으켰다. 국가방제계획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5개 지방정부, 시민방제단, 소방

서, 군대, 자원자로 이루어진 방제단에 의해 방제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연안방제작업에 동원된 인

원은 5,000명 정도였다. 

연안의 기름덩어리는 아주 신속히 제거되었지만 제2차적인 청소작업이 요구되었다. 부활절 주말

의 폭풍에 의해 청소된 모래사장이 다시 오염되었으며 이어 수개월간 연안으로 침몰된 유조선으

로부터 오염이 계속되었고 주 관광철인 7,8월전에 완벽히 방제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몇몇 시청

에서는 지역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 여름 내내 청소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주로 주요 관광

객이 몰리는 해변에 집중되었다. 나머지 피니스테르, 모르비아, 방데 남부지역의 소규모 오염지역

의 청소작업은 주정부에서 계속하였으며 2001년 전반기까지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되었다. 연안

에 200,000톤의 기름 오염된 폐기물이 수집되어 기름과 분리되지 않은 채 3곳에 쌓여져 있었다. 

Total Fina SA가 분리용역을 맡아 분리작업을 하였다. 폐기물 투기 비용은 200백만프랑으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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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파운드) 예상되고 있다. 1992 Fund에서 청소작업은 ITOPF 전문가가 감독하였고 지역의 감

정회사가 주관하였다. 낭뜨와 쁘와티에(Poitier)행정법원은 오염전후의 해변의 오염정도·상태를 

조사하도록 전문가를 지정하였고 1992 Fund는 기술전문가를 통해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1.6.3. 유류오염 영향

  약 60,000마리의 바다새가 기름에 오염되었으며 이중 48,000마리는 폐사하였으며, 12,000마

리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동물구조센터에서 기름오염을 제거하였으나 대부분 죽고 

3백마리 정도가 세척 후 소생되어 재 방사 되었다(전체의 0.5%). 

기름은 연안항포구로 밀려와 정박 중인 선박을 오염시켰으며 중요한 굴과 진주담치 양식장도 오염

시켰다. 프랑스 정부의 환경감시계획과 지침에 따른 프랑스 식료품의 위생 안전청(AFSSA)에 의해 

패류양식과 자연군집의 패류로 농축된 탄화수소는 농축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근해의 부어류와 갑각류에 대해서는 어획 시 오염정도가 낮아 어획금지는 없었다. 

어획금지는 여름철에는 재개되었으나 Loire Atlantique의 일부지역의 오염된 패류를 제외하고 어

획이 재개되었다. 연안의 수산물 생산에서 유류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oire Atlantique와 

Vendée지역에서 많은 환경감시와 조사 분석이 있었다. 노와무띠에 방데에서 굴 생산 등은 2000

년 5월 중순에 수질이 개선되어 재개되었으며 Guerande 수로를 이용한 취수도 5월 23일 재개되

었다. 이때부터 일부 생산업자는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대부분의 협회원들은 2000년도에는 

생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1992 Fund와 Steamship 상호보험 측의 요청으로 2000년에 생산되는 해산물이 보건상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였다. 쌍방에서 지정한 전문가

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피해보상청구는 주로 2000년 시작 시 어업금지에 따른 Guörande와 

Noirmoutier 굴 양식업자들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오염된 해안은 여름철 관광산업에 

중요한 곳으로 장소와 활동형태에 따라 다양하였다.

1.6.4. 난파선의 기름유출 방지

  프랑스 정부와 정유회사인 Total Fina에서 기름유출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여

러 조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난파선 부위에서 기름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4월 20일

에 Stolt/Comex/Coflexship 국제컨소시움과 제거계약을 맺었다. 잔존기름은 2000년 6월 6일

부터 9월 15일까지 제거하여 계획 전 3주전에 끝마쳤으며 제거작업 중 심각한 유출은 없었다. 수

압을 이용한 이적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기름을 가진 난파선의 가장 깊은 창사이의 압

력차를 이용하여 기름/물 중간 경계층이 화물 탱크로부터 밸브를 통해 기름이 나오도록 한 것으

로 탱크 꼭대기에 고정된 기름은 점성을 줄이기 위해 유처리제와 혼합하여 일시적으로 해저에 밀

봉된 압력탱크에 저장한 후 표층으로 펌핑하였다. 1992기금은 전 과정을 기술전문가를 밀착하

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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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피해청구 진행

  2004년 1월 23일로서 6,892건 1,354백만프랑의 청구 중 94%가 사정되어 총 5,436건에 583백

만프랑(89백만유로, 1유로=6.55957프랑)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약 600건이 법적인 소송중이며 

270건 이상이 법정 밖 정산에 합의하였다. 

Erika호 사고 중 가장 많은 피해청구는 관광분야로 3,630건의 피해청구를 하였고, 다음은 바다

양식 및 굴 양식 건으로 998건을 피해청구 하였다. 피해청구 중 관광분야에서 441건 12%가 거절

되었고 수산양식과 어선어업에서 각각 9%가 거절되었다.

가. 어업피해와 수산양식

  어업과 수산양식분야에서 오염손해에 대한 대부분의 청구건은 어구와 양식시설의 오염으로 일

어난 사업 중지에 따른 손실이거나 프랑스 정부 당국의 해수의 탄화수소함량이 증가함에 식용이 

불가능하거나 식용이 안전하지 못한 수산물에 대해 내려졌던 어로금지나 채취금지에 의한 것이었

다. 

  과거에 국제기금은 어구나 양식시설의 오염이 일어난 일자를 택하여 손실이 일어난 날로부터 어

획금지와 3년의 시효만료점을 계산하였다. Sea Empress호 사고(1996년 2월 15일사고)에서 영

국의 낚시어업협회는 선박소유자와 그의 보험자에 대해 1999년 2월 11일에 법적소송에 들어갔고 

1971 기금에는 1999년 3월 2일에 통지하였다. 이때 일어나는 문제로 사고 후 바로 시장이 위축되

어 수매 감소로 어업금지를 내리기전 직접 손해인 재산손해가 일어나기 전에 간접손실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문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별개의 손실로 기술할 수 있어 두개의 서로 다른 시

효만료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피해청구자들은 피해청구를 할 때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점이다. 

특히 어업이나 수산양식 피해청구에서 손해기간을 언제로 잡느냐하는 점도 불분명하다. 사무국

장의 견해로는 간접손실이 일어나는 시기보다는 어업금지로 일어나는 실제 손실로부터 해제까지

를 손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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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Erika호 피해청구 내용(2004.01.23)

구    분 피해청구 피해사정 피해청구지급 피해청구거절

바다양식 및 굴 양식 998 994 99% 829 83% 88 9%

패류 채포업 525 508 97% 361 69% 94 18%

어선 318 317 99% 279 88% 28 9%

어패류 가공 51 47 92% 37 73% 6 12%

관광 3,630 3,590 99% 3,087 84% 441 12%

재산손해 705 433 61% 322 46% 97 14%

방제비 144 124 86% 94 65% 12 8%

기타 521 469 90% 427 82% 29 6%

총   계 6,892 6,482 94% 5,436 79% 7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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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Erika호 피해청구 내용(2004.01.23)

구    분

피해청구 지   급

건  수 청구액(FFr) 건  수 지급액(FFr)

바다양식 및 굴 양식 907 50,816,876 829 29,630,370

패류 채포업 409 5,707,672 361 3,373,661

어선 289 7,225,430 279 4,662,461

어패류 가공 41 6,332,944 37 6,291,440

관광 3,140 476,865,300 3,087 471,687,201

재산손해 334 14,137,421 322 12,660,943

방제비 111 36,827,709 94 30,771,428

기타 438 35,680,039 427 23,948,361

총계 5,669 633,593,391 5,436 583,025,865

나. 재산손해

  재산손해와 기타분야에서 429건만이 사정되었다. 이 중 328건(42.5%)은 게랑드와 노와무띠에

의 제염업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2000년산 소금이 인체에 안전한가에 대한 판정을 하기위한 기술

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다. 소송 진행

  2003년 12월 Lorient 상업법원에 선박소유자, 1992 기금과 상호기선조합에서 거절한 4건의 관

광과 어업피해분야에 대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판결을 하였다.  관광객을 직접 대상으

로 않는 다른 업무용 전세가 Erika호 사고로 나가지 않아 수입 감소에 따른 피해 청구건에 대해 

Lorient 상업법원은 프랑스 법의 기준에 따라 손실액을 사정해야 하며 Erika호 사고와 손실사이

에 충분한 연관이 있는데 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손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Erika

호 사고결과 관광객의 감소가 일어났고 바다에 관련된 상품판매 감소에 따라 이에 연관된 경제활

동 감소 결과로 보았다. 이 근거는 Erika호 사고 후 부동산 중개소로부터의 계약서 취소에 따른 것

으로 가해자 측은 피해청구자에게 전세수입 손실금 10,671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 피해 청구건은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의 판매 및 대여 건으로 1992 기금에서 거절되었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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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 경우에도 도미노 효과로 인정하여 관광객의 감소에 연이어 일어난 손실로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오염 영향이 없는 다른 지역에도 팔거나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지정하여 이 경우에

서의 손실정도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세 번째 피해청구는 꺄르냑(Carnac)에 있는 호텔에서 청구한 것으로 1992 기금이 사고가 일어난 

2000년도의 손실 보상 외에도 2001년의 수입손실에 대한 것으로 국제기금은 2000년 2월에 방제

활동이 끝나 2000년 11월 이후에는 관광객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문제되었다. 법

원은 전문가를 지정하여 2001년 전후를 비교하여 손실정도를 사정하도록 하여 만약 손실이 있다

면 Erika호 사고와 직접연관 있으므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네 번째 피해청구는 모르비앙(Morbihan)의 굴 양식업자로서 2000년 9월 30일까지의 판매 감

소는 보상을 받았으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감소에 대한 청구건으로 국제기금은 

2000년 9월 30일 이후에는 패류의 판매 감소가 없었다고 한 판단에 따라 그 이후의 소득감소를 

거절한 건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청구자가 그 기간 동안에 Erika호 사고

와 손실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으로 입은 손실을 사정하도록 하였다.

낭뜨 민사법원에서 2004년 1월 29일 낭뜨에 소재한 두 곳의 호텔에서 청구한 2000년 3월부터 9

월까지의 순수한 경제적 손실 판결에서 오염사고에 따른 소득이 감소한 주장에 대해 국제기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하였다. 호텔 측에서 주장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투

숙객 정보에 따라 투숙객의 감소는 Erika호 사고 영향이 아닌 업무 차 방문객이며 여행객이 아니

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1.6.6. 기타기금

  프랑스 정부는 피해청구권자의 청구권이 1992 Fund와 steam ship P&I Clubs에 의해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선지급을 하도록 하였으나 은행은 선행하지 않았다. 이는 기선상호보

험과 1992 Fund는 각 피해 건에 대해 확인된 금액의 50%를 지급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

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어업부분에서 지급 지불계획을 세워 프랑스 농수산부소속 국가해양생산

양식사무소(OFIMER)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1.7. Aegean Sea호 사고

1.7.1. 사고경위

  그리스 선적 OBO Aegean Sea(56,801GRT)가 원유 약 80,000톤을 싣고 북서 스페인 Corun～a 

항구에서 접근 중 1992년 12월 3일 악천후로 좌초되어 2등분되어 24시간동안 불길에 휩싸였다. 

좌초 후 승무원 32명은 헬리콥터로 구조되었다. 선수부분은 연안 50m 수심에 가라앉았고 선미

부분은 며칠 동안 불이 났으나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았다. 약 6,500톤의 원유와 1,700톤의 중유 

연료유가 남아 있어 구조대에 의해 수거되었다. 가라앉은 선수부분에는 기름이 없었다. 유출량은 

알 수 없었으나, 화물의 대부분은 배 갑판화재로 소실되거나 바다에 유출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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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Aegean Sea호의 좌초(IOPC년보, 1993)

1.7.2. 방제작업

  악천후로 인해 기름회수는 거의 할 수 없었으나 중요한 지역은 선박이나 연안에서 붐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시도가 있었다. 유출유류의 성질상(브렌드 혼합유) 돌출된 해안은 강한 파도로 기름덩

어리의 상당량이 자연적으로 분산되었다. 해안은 바위가 많고 굴곡이 많아 몇 개의 큰 하구로 되

어있어 La Caorun～a의 동, 북동쪽의 몇 개의 해안선이 Ria de Ferrol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접근

이 가능한 해안선에서는 진공트럭, 기름 회수기나 펌프로 떠다니는 기름을 제거하였다. 총 5,000 

㎥정도의 물기름 혼합물을 수거하여 지역에 있는 기름 처리 시설에 인도하였다. 오염된 해변 청소

작업은 12월 말부터 시작하여 약 1.200㎥의 기름 범벅된 모래와 잔유물들을 제거하였다. 이것들

은 최종처리장에 인도되었다. Ria de Ferrol의 뻘이나 염하대등이 오염되었다.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환경 민감도가 높은 곳에서는 적절한 청소방제기술을 선택 적용하였다. 하구의 작업은 1993

년 7월에 끝났는데 기름으로 범벅된 해안폐기물과 잔존물은 처리하였고 사람 손으로 바위나 인공

구조물의 기름을 씻어냈다.  

Galicia 지역의 수산협의회는 Aegean Sea호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의 어획을 제한하였

다. 대합, 새조개, 성게, 따개비 등 상업적으로 중요한 채집은 금지되었다. 조건이 호전됨에 따라 

제한을 풀어 1993년 8월에 어업은 정상화되었다. 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인들을 포함 약 3,000명

의 어업인들이 어업제한을 받았다. Ria de Betanzos에는 진주담치, 뗏목양식이 대규모이나 뗏목

의 오염은 경미하였으며 진주담치는 오염되었다. 넙치나 연어양식장과 대합과 진주담치 정화설비

도 오염되었고 정화설비는 수개월동안 폐쇄되었다가 다시 모두 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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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피해청구

  1993년 1월 25일에 스페인 정부, Galicia 지방정부와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의 P&I UK Club

과 국제기금 사이에 피해청구에 대한 상호협력 합의가 있었다. 기금과 공동으로 피해청구 사무소

를 열어 스페인 정부와 Galicia 지방정부와 선박소유자, UK Club, 국제기금은 La Corun～a에 피

해보상을 접수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연락사무소는 스페인 당국과 청구자들의 처

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금에서 제공한 피해청구서 양식과 제출내용을 청구자뿐 아니라 예비청

구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배상청구 및 지급

  1995년 12월 31일 연락사무소에 1,275건의 피해청구 총 24,740백만페소(132백만파운드)가 접

수되었다. 이 중 845건은 1,548백만페소로 사정(8.3백만파운드)되어 지급되었다. 추가로 4건의 

일부는 총 83,791,109페소(389,726파운드)가 UK Club에서 지급되었다. 2002년 9월까지 838건

에 1,905백만페소(8.5백만파운드)가 법정 외 정산으로 지급되었다. 선박소유자, UK Club이 814

백만페소(3.3백만파운드), 1971 기금이 1,091백만페소(5.2백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

표 2-2-5. Aegean Sea호 사고 피해 배상 합의액(2000년 10월)

배상 항목
피해청구액

(백만페소)

합의금액

(백만$)

배상율

(%)

어업인과 패류 양식업자 14,222.17 3,220.77 22.6

바다양식 20,048.24 5,183.61 25.9

방제비 2,679.67 560.98 20.9

어류 도매상, 운반상과 관련 업체 2,120.80 291.62 13.8

관광업 75.20 13.81 18.4

경비 2,127.20 371.68 17.5

스페인 정부 1,154.50 460.23 39.9

선주/UK Club의 유류 제거와 예방 비용 1,164.65 708.03 60.8

형사법원 지급액 4,577.63 893.88 19.5

UK Club과 1971 기금 지급 청구 480.44 252.99 52.7

총액 48,650.5 11,957.6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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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비용

  스페인 정부와 Galicia 지방정부는 몇 개의 지방정부에서 청소비용과 방제비용을 청구하였다. 

Galicia 지방정부는 3.5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고, 4개 지방정부는 99개의 청구에서 총 4,931백

만페소(2.6백만파운드)신청하였으며 36건에 대해서는 118백만페소(364,000파운드)로 일부 지급

하였다. 해상 및 해안선에서의 청소작업은 지방정부와 계약한 업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때 피해

청구서를 직접 선박소유자와 국제기금에 제출하기로 계약하였다. 32개 계약자로부터 접수된 금

액은 1,966,173,449페소(9.5백만파운드)이었다.

(2) 재산손실

  선박화재로 생긴 연기로 많은 집들이 오염되었다. 704건에 48백만페소(255,000파운드)로 평가

되었으며 요트의 청소비, 모타보트, 기타 선박들로 376건중 7,217,984페소(34,371파운드)로 사

정되었다. 이중 UK Club이 782백만페소(4.2백만파운드), 국제기금이 765백만페소(4.1백만파운

드)를 지급하였다.

(3) 어업손실

  어업면허는 Galicia 지방정부에서 어업인 조합 Cofradias에 주고 조합은 개별 어업인에게 면허

를 발급했다. 어업인과 패류 채취업은 지역 13개의 Cofradias에 속해있다. Cofradias 대표자들

은 그 지역에 보상청구 연락사무소에 어업인 피해 1,843백만페소, 패류채취 어업인들의 피해로 

2,805백만페소(13.3백만파운드)로된 Cofradias는 두개의 공식적인 청구를 했는데 어업인을 위

해서 166,392,000페소(788,600파운드) 패류채취업 분야에 2,326,020,000페소(11백만파운드)

를 청구하였다. 잠정 지급으로 28백만페소(130,232파운드)를 Corfiadias에 지급되었다. 

국제기금 전문가들은 청구자들과 실질적으로 입은 손실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정금액결

정을 위해서 개개인 어업인이나 패류채취자보다도 조합과의 가격절충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

구를 뒷받침할 서류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Aegean Sea호 사고에서는 어업인이

나 패류채취업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자가 민법에 

의해 보상자격이 있건 없건 최종적인 기준은 청구자가 실제적인 경제손실을 입었는가와 보상권리

가 면허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Galicia 지방정부는 총 438,383,000페소(2.1백만파운드)를 청구했는데 어업인과 패류채취업자

에게 주어진 경제보조에 관한 것이다. Aegean Sea호 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3개의 연어, 넙

치, 진주담치, 새조개, 대합, 굴과 같은 패류정화 시설이 있고, 해수를 끌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

염으로 인해 물을 공급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입어 한 설비업체는 관련기관에 의해 폐쇄되었고 

다른 어류 축양장과 정화설비는 1993년 2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시 개방되었으나 피해청구

는 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육상 축양장과 정화설비들 오염에 의한 손실로 간주할 수 있으므

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오염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Sada-Lorbé지역은 중요

한 양식지역으로 진주담치, 연어, 굴, 가리비를 양식하고 있으며 진주담치가 가장 중요하여 총 수

익의 80%를 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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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선박소유자, UK Club 전문가들은 Galicia 지역 수산연합이 1993년 4월 12일 제출한 

양식 생산에 대해 완전 파괴된 근거는 없으나 생산이 1993년 진주담치 제1차 채취 시기가 다가오

기 때문에 차후 생산을 보면서 사건종결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때까지 진주담치는 오염되었으므로 1993년 5~6월에 생산이 가능한가를 확인할 필요에 대해

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인 어업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연정화로 

인해 유취 제거가능성은 있으나 연어, 굴, 가리비에 대해 어업제한을 해제하거나 진주담치 치패에 

대한 어업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보았다. 어업제한은 1993년 8월 9일 해제되었고 9월 

24일에 마지막 어업제한이 해제되었다.

1993년 6월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금의 어업제한이나 정부결정 등으로 입은 경제손실에 대한 일반

적인 의문사항으로 그러한 경우 국제기금이 보상지급책임이 있으므로 생산제한정도가 합리적이

고 과학적인가와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인지, 오염된 후 채취시기 전에 오염이 사라져 정상이라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며, 생산지연 될 때 차기 생산을 지연시켜 시장성이 높은 시기를 잃어버리는 것

에 더 큰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공식적으로 어업피해 손실이 1993년 8월에 수산연합협회가 청구한 것은 3,150,029,250페소

(14.9백만파운드)로서 이는 1992년 12월부터 1995년말 까지 진주담치, 굴, 가리비, 연어 판매에 

관련된 것이었다.

(4) 근해 양식업

  오염으로 영향을 받은 Sada-Lorbé지역은 진주담치, 연어, 굴, 가리비 등 양식산업이 중요하며 

이 지역에서 12건의 피해청구액 4,584백만페소(24백만파운드)가 제출되었다. 자료는 매우 한정적

으로 제출된 자료를 조사하여 국제기금과 UK Club은 잠정적 평가를 하였다. 9건의 청구건은 일

부지급으로 381백만페소(2백만파운드)로 평가하였다. 

조간대에서 대합과 새조개를 생산하는 3건의 청구건에 대한 청구액은 총 139백만페소(744,825

백만파운드)이었고, 이중 1건은 오염지역 밖이고 2건은 오염지역이었으나 제출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으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금과 UK Club의 전문가들은 1건에 대해 일부지급으로 

760,000페소(4,100파운드)를 1995년 4월에 지급하였다.

(5) 바다양식업

  오염지역내의 3건의 바다어류 양식장에서 총 2,041백만페소(10.9백만파운드)의 피해청구를 하

였다. 일부지급으로 61백만페소(325,400파운드)를 지급하였다.

(6) 정화설비

  9건의 정화설비 업체에서 2,112백만페소(11.3백만파운드)가 청구되었으나, 제출된 한정된 자료

로 국제기금과 UK Club 전문가들은 이 청구건에 대해 130백만페소(697,000파운드)만을 지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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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선과 패류 채포업

  4,100명의 어업인과 패류채포업자들로부터 피해청구액이 총 10,364백만페소(55백만파운드)였

다. 국제기금과 UK Club의 전문가들은 793백만페소(4.2백만파운드)가 일부 지급되었으며, 3건

에 대해서는 3백만페소(16,000파운드)로 완전 보상하였다. 1994년~1995년 수차례에 걸쳐 많은 

어업인 대표 및 패류 채포업자와의 피해청구 처리에 대해 토의했다. 다소간의 자료가 1995년 3월 

제출되었으나, 실제적인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는 못하였다.

(8) 어업생산촉진

  Galicia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어업생산촉진 캠페인 경비에 관한 피해청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9) 순수한 경제적 손실

  Aegean Sea호 사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많은 보상청구를 하였는데 즉, 사고로 자

산은 오염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Haven호의 사고에서와 같은 청구와 연계되어 

취급되었다.

집행위원회는 La Corun～a의 어류가게와 해변상점, 카페와 바에서 운영자들이 제출한 청구를 인

정했으며, 또한 좌초가 일어난 인근 자동차 수선공장에서 제출한 청구건도 받아들였다. 임차와 

선박소유자는 시간별 임차와 고용 손실 청구를 제출하였는데 선박 항행이 Corun～a항에서 폐쇄되

었고 여객운반업도 피해청구를 제출했는데 항구가 심하게 오염됐을 때 며칠 동안은 부정기적이나 

순연된 결과와 운항이 재개되었어도 여객수가 감소한 원인이 오염으로 인한 혐오감 때문으로 인정

하여 집행위원회는 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Aegean Sea호 사고 결과 어류 양륙량이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한 어류운반업자자들도 피해를 청

구하였다. 어업제한 결과 그물을 수선하는 사람들도 수입의 감소를 청구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오

염지역에서 어로활동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간주하여 청구건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정화설비에 고용된 사람, 진주담치 양식장에 고용된 사람, 고기 필렛을 뜨는 사람 등은 사고로 인

해 설비폐쇄와 양식장, 노동의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  피해를 청구하였다. 집행위원

회는 오염의 결과 고용인들은 회사나 자영업자들보다 영향이 적고 고용인들의 손해는 유류오염으

로 사용자의 작업의 감소에 기인하므로 집행위원회는 “오염손해”라는 정의로 볼 때 고용인들의 

수입 감소는 오염에 의한 직접손해로 보기 어려워 고용인들의 손실피해청구는 거절하였다.

기름검사를 하는 두 회사는 La Corun～a 항구가 폐쇄되어 유조선이 다른 항구로 분산되어 일거리 

소실에 따른 피해청구를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분산된 선박들의 동일한 양의 기름이 다른 선박에 

의해 Corun～a 항으로 사고 후에 다시 운송될 것이고 이때 화물을 검측하게 된다면 손실이 없게 되

므로 이 청구건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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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배상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가. La Corun～a 법적소송

  1992년 12월 30일 Corun～a 법원은 선박소유자에 1,121,219,450페소(5.3백만파운드)의 담보를 

명령했다. 이는 Aegean Sea에 적용 가능한 책임한도액으로 법원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리

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법원이 명령한 액수를 선박소유자 명의로 UK Club에서 은

행보증으로 1993년 1월 20일에 담보하였다.

나. 시효만료에 대한 문제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은 손해가 일어나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피해청구의 자동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자는 국제기금에 대해 3년이 지나기 

전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시효만료 전 선박소유자나 보험자에 대해 보상을 위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Aegean Sea호 사고의 경우 기금협약의 제6조 제1항에서 3년의 시효만료는 1995년 12월 3

일이므로 1995년 12월에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금에 대한 추가 피해청구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7.5. 배상청구에 대한 법정 밖 총체적 정산

  2000년과 2001년에 1971 Fund와 스페인 정부의 대표 사이에 성과 있는 건설적인 토의가 있었

다. 두 당사자는 책임의 분배와 시효만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 법정 밖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스페인 법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 때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의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여 2001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스페인 정부 대표, 사무

국장, 선주, UK Club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법정 밖 총체적 해결을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졌다. 2001년 6월 행정이사회 회기에 1971 기금은 사무국장에게 Aegean Sea와 관

련된 미결건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해 스페인 정부, 선주, UK Club간의 합의문을 종결짓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 합의문에 따라 배상이 완료되었다.

1.8. Nissos Amorgos호 사고

1.8.1. 사고개요

  그리스 유조선 Nissos Amorgos(50,563GRT)호가 1997년 2월 8일 약 75,000톤의 베네수엘

라 원유를 싣고 베네수엘라만 Maracaibo해협을 통과하다 좌초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실제 

좌초는 Maracaibo 해협 밖이었다고 했다. 유조선은 3개의 화물탱크가 손상되었고 3,600톤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유조선은 좌초 후 6시간 후에 다시 뜨면서 베네즈웰라 동쪽에 있는 Punta 

Cardon으로 자가 동력으로 움직였다. 좌초된 지점에서 최초의 유류유출로부터 Punta Cardon

의 정박지에서 손상된 용골 부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며칠 동안 적은 양이 유출되었다. 얼마 후 

Nissos Amorgos 나머지 유류는 다른 유조선으로 이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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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유출유 영향과 방제작업

  베네수엘라 국립 유류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Lagoven과 Maraven(베네수엘라 국립유류회사의 

자회사 PDASA)가 방제작업을 하였다. 1997년말에 Lagoven과 Maraven은 PDASA에 흡수되

었다. 좌초지점에 가까운 긴 모래사장이 오염되었고 연안 45km를 따라 확산되었다. 해변에 부착

된 기름은 새로운 조석에 따라 모래로 덮어졌으며 기름은 수심이 낮은 곳인 오염된 백사장에 연이

어 수심이 낮은 곳 쇄파대에 가라앉았다. 

방제회사인 Lagoven이 모래사장 청소작업을 하였고 조간대의 기름으로 오염된 모래사장은 중장

비와 손으로 걷어냈다. 기름으로 범벅된 수거물은 모래사장의 둔덕에 쌓아놓았다. 청소작업은 잦

은 조석작용으로 띠로 된 기름이 몰려와 자주 정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름의 상당부분은 모래에 

파묻혔다. Lagoven은 뻘, 바닷가, 쇄파대에 파묻힌 기름을 중장비를 이용해 대량으로 걷어냈다. 

청소작업은 Lagoven, Maraven, 베네즈웰라 환경재생자원부의 공공연구소인 ICLAM 연구소

로 구성된 협의회가 감독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청소작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결정하였다. 해안청소

작업은 1997년 10월말에 끝났는데 40,000㎥의 모래가 수거되었다.

기름 오염된 모래처리를 위해 현장에서의 분산문제, 해변에서의 기름모래소각, 도로충전에 재활

용, 기름모래를 유기물 처리하여 특정지역에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 PDVSA는 P&I Gard Club과 

1971 기금의 3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환경측면, 법적인 측면, 경제성을 

고려 1998년 10월에 협의회는 해안선 뒤쪽의 둔덕에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제안하였

고, 둔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식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비용은 약 1,000백만BS(1.2백만파

운드)로 Gard Club과 1971기금은 이 같은 처리방안에 동의하여 처리되었다.

1.8.3. 피해배상 청구 
가. 피해청구 
  1997년 4월 4일 Maracaibo에 Gard Club, 1971 기금이 합의한 피해청구사무소에 제출된 피

해청구건들은 1998년 12월 31일로 175건 6,371백만BS(7.3백만파운드)가 청구되었으며 92건이 

1,154백만BS(1.3백만파운드)가 Gard Club에 의해 사정된 청구건에 대해서 전액 보상되었다.

나. 방제작업

  Lagoven과 Maraven은 방제비용으로 3,744백만BS (4.2백만파운드)과 1,044백만BS (1.2백

만파운드)를 청구했다. 이 피해청구건의 중간 사정액은 Lagoven의 2,345백만BS(1.8백만파운

드),  Maraven은 742백만BS(89만파운드)와 미화 35,850$를 사정하였다.  ICLAM은 방제작업

의 지시와 조정에 관련된 경비와 분석비용으로 69백만BS(74,000파운드)를 청구했다. 이 피해청

구는 61백만BS(65,000파운드)로 Gard Club과 1971 기금의 전문가에 의해 사정되어 전액 보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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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피해배상 지급

  2002년 12월 31일 214건 피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총액 15,000백만BS(6.9백만파운드)와 25백

만달러(15.6백만파운드)가 선박소유자 보험사(Gard Club)와 1971 기금에서 지급되었다. 이는 방

제비용, 기름이 오염된 모래사장 처리, 재산손해(어망, 어선, 선외기)와 어업인, 어류운반업자, 새

우 가공업자, 관광업 분야에 대한 것이었다.

가. 재산손해

  피해청구사무소는 그물, 선박, 모터보트 등 15건의 재산손해에 대해 총 28백만BS의 청구를 접

수하였다. 이중 13건에 대해 12백만BS로 결정하여 Gard Club에서 완전 보상하였다.

나. 어업피해부분

  어업인과 어류 운송업자는 청구 사무소에 수입손실 등 145건에 총 1,319백만BS(1.5백만파운드)

의 피해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971기금과 Gard Club은 선박소유자, 어업인, 대합 채취업자들의 

64건에 총 86백만BS(100,000파운드)를 보상하였고, 12건의 어류운반 피해청구건은 총 13백만

BS(15,200파운드)로 사정하여 Gard Club에서 보상하였다.  어업인과 어류 운송업자가 제출한 

총 865백만BS(1백만파운드)에 해당하는 62건의 청구건은 Gard Club와 1971 기금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였고 이 중 14건은 사고당시 허가를 가진 영향지역의 어업인으로부터 제기되었으

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어류가공 단지

  피해청구사무소에 Maracaibo 어류가공단지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사고가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쳐 단지 내의 공장들은 기름오염사고로 어류자원의 감소 등 장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걱

정한다는 의견을 피해청구사무소에 알려왔으나 서류를 1998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광산업

  관광산업 부문에는 총 12건 168백만BS(193,500파운드)의 피해청구 중 3건에 대해 25백만

BS(29,000파운드)로 사정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마. 환경연구 제안

  ICLAM은 1971기금과 Gard Club에 해수의 기름오염 지도를 포함하여 해변기질, 해양생물, 생

물분해과정, 상업적으로 중요한 패류자원의 다양성과 풍도, 패류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연구비를 요청하였으나 제안한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많은 연구와 비슷하여 환경손

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위원회에서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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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법적소송 및 쟁점사항

가. Caracas의 민사법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백만달러, 후에 60백만달러(36백만파운드)의 오염피해 청구건에 대해 선

박소유자, Nissos Amorgos, Gard Club을 Caracas 민사법원에 고소하였다. 이 피해대책위원

회 보고서는 1997년 10월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기름영향을 정량화하지는 못했으나 20,000 어

업인들이 사고결과 약 80%의 소득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11개의 어류, 패류 가공업자는 

선박소유자, Gard Club과 Nissos Amorgos 선장에 피해금액 100백만달러(60백만파운드)를 법

적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나.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현황들

  Cabimas 형사법원은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으며 1971 기금은 베네즈웰라 정부당국에 의해 일어

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기금의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선박소유자와 Gard Club

은 사고원인과 연이은 오염은 Maracaibo 해협 안전수심에 대한 운항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파

악하였고 안전수심 내에서 아마도 하나 이상의 철구조물이 운항선의 용골을 뚫어 기름이 새어 나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박소유자와 1971 기금은 1969 민사책임협약 제Ⅲ조 2(C)항에서 언급한 오염손해의 책임이 항

해유도등이나 항해보조 수단의 기능이 무시되었거나 외부인 정부나 다른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선박소유자는 1971 기금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름오염손

해청구는 1969 민사책임협약 제Ⅲ조 3항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 수로의 유지 

국립기관인 INC(국립수로연구소)의 태만과 또는 항구책임자(운송부의 고용인)에게 원인이 있다

고 보았다.

  피해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5개 법원에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01년 3월 집

행위원회에서는 피해청구 총액이 불확실하므로 국제기금의 지불수준을 40%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03년 7월 행정이사회에서는 65%까지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1 Fund의 보상 전체금액

이 1억불 이하일 때는 70% 수준까지 지급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다. 2004년 5월 집행위원

회에서 사무국장은 총체적 해결을 위해 사건경위를 조사한 결과 정부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이 나서 정부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P&I Club은 반대하여 결론을 유보

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부청구분에 대해 후순위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정부의 포기서를 

제출받는 전제조건으로 보상액의 100% 지급권한을 사무국장에게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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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호드카(Nakhodka)호 사고

1.9.1. 사고경위

  1996년 12월 20일 벙커C유 19,000톤을 적재한 선령 28년의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호드카호

(13,157GRT)는 중국 상해 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페트로파브로스크항으로 항해하던 중 1997년 

1월 2일 오전 2시41분경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북북동 100㎞ 공해상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 선체

가 선수와 선미로 2등분으로 절단되면서 선미부는 수심 2,500미터 해저에 침몰하고 선수부는 풍

속 20m/s, 6m높이의 파도에 밀려 동쪽으로 5일간 표류하다가 1월 7일 후쿠이현 미구니시 해안

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좌초되었다. 이 사고로 절단부 화물창의 중유(벙커C유)가 순간적으로 

약 3,700톤 정도 유출되고, 침몰·좌초선체로부터 약 2,500톤 정도가 유출되었다.  

연안에서 140km 떨어진 수심 2,500m에 좌초된 선미부는 연안자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요인은 

아니었다. 심해 무인 잠수정으로 확인결과 2개의 탱크 부피 2,480㎥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

었다. 일본정부의 사고처리 위원회는 현재의 기술로서는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기름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결론지어 위로 떠오르는 기름만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수부의 잔존

유는 선박소유주가 일본 구난회사와 계약하여 1997년 2월 25일 완료하였으며 총량은 기름과 물

의 혼합물로 2,830㎥을 제거하였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지에서 사고선박까지 175m를 연

결하여 제거하였다. 1997년 5월에는 일본 구난회사가 나호드카 선수부분을 바지에 인양하여 조

선소에서 해체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일본 본토 시마네현에서 이시카와현까지 6개현 약 480km의 해안에 표착되었고, 

특히 혼슈 서쪽해안의 도토리현, 이시카와현 및 후꾸이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해안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해상은 사고초기 유출된 기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에멀젼 형태로 변한 기름과 두터

운 기름 군이 함께 부유하였으며, 해안에 좌초된 선수부로부터 때때로 소량씩 기름이 유출되어 주

변에 많은 기름 군을 형성하였다. 암벽, 해안선에 짙은 검은색의 기름이 부착되었고 만곡부에는 

무스(Mousse)상태의 두터운 기름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1.9.2. 방제작업

  유조선이 2등분 되면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어 심하게 에멀젼화한 기름 덩어리가 10~100m의 크

기로 연안으로 밀려왔다. 10개현 1,000km에 걸쳐 기름띠가 형성되어 선박소유주와 일본해난방

제센터(JMDPC : Japan 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와의 계약으로 방제작업을 하였

다. 일본 석유연맹도 붐과 선박들, 해상보안청, 일본 자위대도 기름 회수작업에 참여하였다. 2～3

백척의 어선과 유화제 살포에 헬리콥터도 참여하였다.  해안청소에 연 50만명이 동원되었는데 절

반은 일본 전역에서 온 자원봉사자였으며 나머지는 지역어업인, 주민, 자위대 등이 참여하여 1997

년 5월 30일 청소작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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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Nakhodka호 사고로 침몰된 선수와 해안선 오염(IOPC년보, 1998)

그림 2-2-7. Nakhodka호 사고 후 자원봉사자들의 해안청소(IOPC년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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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수산, 관광, 기타산업에의 영향

  이 사고로 게, 새우, 오징어, 돌김, 조개, 전복 등 주요특산물 생산이 중단되었고 오염 지역 부근

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기름오염 선입견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오염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

관으로 국립관광단지로 지정 받은 지역이며, 인접 온천지역과 연계되어 겨울관광지로 유명한 곳

이나 오염사고로 관광객이 없었다.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취수구가 오염되어 가동에 제

한을 받기도 하였다.   

오염지역에는 만 내외에 굴, 어류 해조류 등의 중요한 양식종들이 있었고 대형 정치망이 산재해 있

었다. 양식시설과 정치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붐을 설치하여 아주 큰 효과를 보았으나 한 육상수

조 넙치양식은 오염된 해수를 흡입하여 심각한 해를 입기도 하였다. 사고 전 연안바위에서는 해조

류를 채취하여 식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바위사이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조류 조장을 만들어 12

월부터 2월 사이에 수확하였으나 기름오염으로 채취를 포기하였다.

여러 개의 국립공원이 오염지역 내에 있어 사계절 항상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먼 바다에서 잡은 

대게를 먹으러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관광지역이다. Mikuni 근처의 수족관도 오염되어 14마리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7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취

수구에 붐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1.9.4. 피해조사 및 청구

  사고 후 4년째인 2001년 1월 피해청구건의 98%인 447건이 사정 완료 되었다. 나머지 11건은 해

상보안청등과 관련된 정부에 관련된 건으로 6백만파운드가 선수부의 잔존유 제거를 위한 임시 둑

방길(Causeway) 조립에 관한 경비였다.

표 2-2-6. 나호드카호 피해청구 및 사정

청구건 청구액(￥) 사정액(￥)

방제비 102 28,016,023,883 22,994,387,360

수  산 9 4,993,246,571 1,571,348,322

관  광 347 3,036,165,000 1,344,157,000

총  계 458
36,045,435,454

(￡91백만)

25,909,892,682

(￡38백만)

가. 어업피해 청구

  어업피해 청구는 어장 근처의 기름으로 인해 조업중지나 연장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소득손실과 

조합의 어류판매에 관련된 손실이 대부분이었다. 어선의 조업손실의 경우 조업손실일수와 사고 

전 3년간의 손실기간의 매일 평균 어획량을 구하여 계산하였다. 이익손실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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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통계를 참고로 어획방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해조류, 패류를 포함한 저서자원의 추정손실에 대해서는 나호드카호의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해

조류의 재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사고 전 치패 자원량에 폐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정하에 

추정하였다. 피해청구자들은 이러한 영향이 2~6년간 지속될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국제기금은 

추정손실에 대한 장기간 영향은 증거가 없어 거절하였다. 그러나 기름으로 인해 해조류나 패류의 

채포가 불가능한 지역은 보상을 해주었다. 저서자원의 채포에 관한 소득손실 피해청구는 사고 전 

3년 동안의 어촌계 자료를 근거로 사정하였고 이익손실은 채포경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보

상하였다.

이시카와현의 어류양식장에서 취수구 인근의 기름으로 해수의 공급 중단에 따라 발생한 어류폐

사에 따른 손실과 성장지연, 미성어 판매에 따른 손실과 치어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

다. 양식장의 자금난에 대해서도 어느 피해청구건보다 먼저 처리하였다. 해수공급 중단에 따라 어

류양식장 탱크 내 수온이 올라가 성어와 치어의 정상적인 폐사량을 넘어선 높은 폐사량에 대해서

도 어류양식장의 지난 3년간 통상적인 폐사량을 감안하여 사정하였다.

성어의 소득손실은 피해기간 중의 평균크기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미성어에 대한 손

실은 치어구입 가격에 관리기간의 증가량과 사료비 함수로 계산하여 피해청구를 하였고, 청구 후 

1달 내에 사정하였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성어의 조기출하 판매에 대한 피해사정은 정상 

시장가격에서 조기판매에서 얻은 소득을 제하여 사정하였다.

나. 관광분야의 피해청구

  일본에서 관광피해 청구에 대해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UK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도 일본 전

문가가 없어 Erika호에서 경험이 많은 국제기금의 전문가를 파견, 관광분야의 피해청구에 활용

하였다. 국제기금의 영국 전문가들이 해사검정인들을 훈련시켜 처음 일본 전문가들의 초안을 영

국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UK Club과 국제기금에 제출하였다. 국제기금과 UK Club에서 사정액

을 확정한 다음 일본 사정인들이 피해청구자들을 면담하여 피해산정합의서에 이르기 전 사정의 

기준을 설명하였다.

오염지역내의 온천 휴양시설 소유자, 접대소, 식당 주인들이 피해청구를 하였다. 사고 후 바로 3개

월간의 경제손실에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의 사정을 하였는데 3년이 소요된 것도 있었으며 이에 대

한 비난도 있었다. 이는 사정 전문가의 부족과 1997년 7월에 일시에 피해청구를 하였으며 현장 방

문에 대한 사전약속이 되지 않아 사정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사정인에게 시설들

의 용도와 크기를 명확히 이해시켜 사업 활동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피해장소 방문을 마치는데 2년이 소요되었다. 

많은 피해청구자들은 사고와 사고 전 4년간의 소득세, 연별 손익계산서, 월별 판매경비 등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들로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각 사업별의 손익 분기점

을 결정하는데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하였다. 더욱이 복잡한 요인으로는 1995년 고베 지진의 영

향에 따라 경기하락이 이어져 서류상으로 나호드카호의 영향과 분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러한 점은 피해청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특이한 사업경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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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나호드카호 청구 및 배상 내역

배상 항목 건수
청구액

(백만$)

합의금액

(백만$)

배상율

(%)

미결요구액

(백만$)

수산업 9 37.14 13.06 35.2 6.76

JMDPC (유류 제거비용) 1 105.22 90.19 85.7 28.10

관광업 347 23.94 10.92 45.6 1.86

국가 정부 기관 2 13.31

지방 정부 8 40.22 32.11 79.8 22.33

선주/UK Club과 계약자 1 2.27 2.19 96.5 3.34

기타 90 0.13 0.10 76.9 23.93

총계 458 208.93 148.57 71.1 99.62

다. 주요 단체의 청구상황

  JMDPC에 의한 청구액은 2001년에 69백만엔(352,678 파운드)으로 해결되었다. JMDPC는 둑

길과 관련해서 총 3,336백만엔(17.5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다. 대부분의 금액은 둑방의 건설과 

제거 비용이었다. 이 청구가 국제기금의 평가기준에서 볼 때 허용이 가능한지 평가되었다. 즉 둑길

의 건설이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인지 평가하였다.

정부 부처, 3개의 지역 항만건설사무소와 3개의 지역건설사무소는 181백만엔(17.5백만파운드)

을 청구하였는데 국제기금은 평가액의 80%를 배상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자위대는 

663백만엔(3.5백만파운드)을 청구하였다. 국제기금은 약간의 금액이 삭감된 배상액을 제시하였

으나 자위대가 거절을 하여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과 지자체로부터 10건의 청구가 접수되었는데 유출유의 수거와 폐기에 소요된 비용이었다. 이

중 3건은 청구액이 2,342백만엔(12.2백만파운드)이었는데 1,815백만엔(9.5백만파운드)으로 합

의되었다. 아직 청구액이 226백만엔(1.2백만파운드)인 한 건의 청구가 미결로 남아있는데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청구자는 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결이었던 교토의 수협의 어업관련 772백만엔(4.3백만파운드) 청구는 288백만엔(1.5백

만파운드)에 합의를 보았다. 

7개의 발전소가 청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다. 4개의 발전소가 총 803백만엔(4.1백만파운

드)을 청구하였는데 643백만엔(3.4백만파운드)으로 2001년 합의를 보았다. 총액이 1,917백만엔

(10.1백만파운드)인 2개의 청구는 사정이 완료되었고 2002년에 합의 보상하였다.

관광분야에서 접수된 347건의 청구는 평가가 완료되어 283건이 합의 완료되었다. 39건의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중 15건은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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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약의 적용

  일본에서 1992 의정서는 1996년 5월 30일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류오염 손해에 있어 민사책임에 관한 1992 국제협약”(1992 민사책임협약)과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1992 국제협약”(1992 기금협약)의 적용이 가능

했다.

나호드카호는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Fund 협약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1992 Fund 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에 등록된 선박이다. 1997년 2월에 열린 집행위원회의 결과 선주의 책임한

도의 권리는 사고 시점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모두 회원국인 1969 민사책임협약에 의해 좌우되는 

관점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총 배상액이 1969 민사책임협약과 1971 국제기금협약에서 배상 가능

한 최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표 2-2-8과 같이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선주와 UK 

Club은 1992 민사책임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졌다. 이들은 국제

기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제기금은 조약법(treaty law)의 관

점과 1969/1971 협약과 1992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일본법령 하에서 1992 민사책임협약은 나호

드카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표 2-2-8. 나호드카호 배상 가능 최대액

배상근거 SDR

1969 민사책임협약 하의 선주 1,588,000

1971 Fund 58,412,000

1972 민사책임협약 하의 선주 0

6천만 SDR을 초과하는 1992 Fund 75,000,000

총 배상 가능액 135,000,000

마. 배상 수준

  1971 Fund와 1992 Fund에서 배상 가능 총액은 23,164,515,000엔(121백만파운드) 이었다. 배

상 총액이 초기에 불확실하다는 관점에서 1971 Fund의 집행위원회와 1992 Fund 의회는 선주, 

1971과 1992 Fund, UK Club의 전문가가 사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상 총액의 60%를 지불

할 것을 원래 결정하였다. 두 Fund의 집행부는 배상 총액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2000년 4월 회

의에서 국제기금의 배상 수준을 6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2001년 1월에도 배상 총액의 변화 

추이와 집행부의 권한부여에 따라 사무국장은 개인 청구인의 배상 수준을 70%에서 80%로 인상

하여 1992 Fund는 2001년 2월과 3월에 총 1,970백만엔(12백만파운드)을 추가로 배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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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Nakhodka호 사고 처리교훈

  Nakhodka호 사고는 국제기금이 관여한 사고 중 오염방제와 피해배상 처리에 있어서 가장 최선

의 사례이었다. 이는 피해청구사무소를 중심으로 관광분야의 피해사정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서 파견한 전문가들과의 협력으로 대형 유류오염 사고였음에

도 빠른 기간 내에 피해배상을 마칠 수 있었다. 피해청구사무소의 기능은 오염피해와 신속한 보

상을 위해 피해청구의 절차와 제출을 도와주었으나 청구인들의 핵심문제를 지원할 뿐 피해사정

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었다. 또한 피해청구 금액이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청

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유류오염 피해배상은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모든 분야를 포함

하는 종합예술로서 피해사정을 위한 전문가의 확보 뿐 아니라 관광분야의 많은 피해청구사건들

의 신속한 피해산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회계기술을 가진 회계사들도 피해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을 나타낸 사고였다.

1.10. Prestige호 사고

1.10.1. 사고경위

  2002년 11월 13일 바하마 선적 유조선 Prestige(42,820GT)호가 중유 연료유 77,000톤을 싣

고 라트비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 스페인 Finisterre 갑 30마일 해상에서 풍랑으로 황천 항

해하면서 기름을 흘리기 시작하여 주기관이 멈추어서고 Prestige호는 연안 5마일 안으로 표류

하면서 많은 기름을 흘렸다. 구난선박이 2002년 11월 14일 밧줄로 연결, 11월 15일 이른 시간에 

Prestige호는 북서쪽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이안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유출량이 증

가한 것으로 보아 내부 화물탱크가 파열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2002년 11월 19일 이안하여 스페

인 Vigo 서방 260Km마일 해상에서 두 동강이나 선수부는 수심 3,500m에 선미부는 3830m 수

심에 침몰되었다. 이로 인해 25,000톤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2주일동안 계

속 유출되었다. 

이등분되기 전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게 헬리콥터로 구조되었다. 영국 London Club(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rance association)에 가입한 Prestige호는 77,000톤의 

중유 연료유를 선적하였으나 난파 전 상당량이 유출되었고 2등분 후 상당한 양이 유출되었다. 프

랑스의 미니 잠수정이 깨진 부분을 막아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도하였고, 스페인과 포르투칼 

항공감시결과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Prestige호 연료유는 매우 지속성이 강해 유출된 기름은 바람과 해류로 상당기간 표류하면서 원

거리까지 이동하여 스페인 Vigo에서 프랑스 Brest 연안까지 대서양 연안을 오염시켰고 Dover해

협, 영불해협 연안을 경미하게 오염시켰다. 약 1,900km가 영향지역으로 스페인에서 141,000톤

의 기름 폐기물과 프랑스에서 18,300톤의 기름 폐기물이 수거되었다.

Prestige호 사고에 의한 총 피해청구액은 총 보상 가능액인 171.5백만유로인 135백만SDR을 훨

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10월 집행위원회에서 1992 기금은 국제기금과 보험사의 전

문가가 사정한 보상액 중 각 피해청구자가 실제 입은 손실의 15%로 당분간 제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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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스페인 정부는 383.7백만유로(263백만파운드)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사무국장

은 피해청구의 중간사정으로 107백만유로(75백만파운드)로 보아 총액의 15%인 16,050,000유로

(11.1백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 Prestige호 사고에서 총 손해는 일반적인 사정으로 볼 때 적어도 

303백만유로(213백만파운드)로 보고 있으며 스페인 은행의 보증으로 41,505,000유로(28.8백만

파운드)를 총회에서 인준하여 스페인 정부에 57,555,000유로(39.9백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

그림 2-2-8. Prestige호 사고 오염지역 스페인, 프랑스, 스코틀랜드 해안선(IOPC년보,2003)

1.10.2. 방제작업

가. 스페인 
  오염직후 Galicia에서부터 스페인 해양안전청(Sociadad de Salvamento y Seguridad Mar-

itima, SAFMAR)에서 방제작업을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연안보호부)는 Galicia 지방정부와 같

이 해안선보호, 방제작업과 동시에 어업과 국립공원연안 자원을 보호하였다. 뒤에는 Asturias, 

Cantabria 와 Pais Vasco 지방정부도 방제작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정부와 네덜란드, 영국 유럽

연합도 오염방지 장비와 선박지원에 나섰다. 첫 선박이 11월 16일 현장에 도착하였고 16개국으로

부터 16척의 선박 증원이 있었다. 선박과 승무원의 오염 방제에 가장 큰 문제는 좋지 않은 날씨와 

매우 높은 점성도를 가진 기름이었다.

바다의 기름회수작업은 2~3척의 선박에서만 성공적이었고 점도가 자꾸 증가하여 떠다니던 기름

이 더 잘게 부서져 수없이 증가하였다. 유출 기름의 이동을 항공감시로 추적하였고 선박에 지시

하여 기름을 회수하였다. 원양참치어선, 트롤선, 진주담치 양식장 선박과 소형선박들이 동원되

어 수작업으로 기름을 회수하였으며, 유출된 기름은 스페인과 프랑스 연안 곳곳에서 기계적으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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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부터 해안방비가 시도되어 붐을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SASEMR에 의해 추진되었고  나

중에는 계약회사, 어업협동조합에서 여러 개의 만에 붐을 설치하였다. 해안선 청소는 초기에는 모

래해안과 바위해안에서만 시작되었다. 군인들, 어업조합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름폐기물 운반 등

을 수작업과 동시에 기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작은 기름덩어리와 유구(油球)는 스페인 북부연안을 따라 계속 밀려들어와 해변청소차를 이용하

여 제거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채로 쳐서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겨울 폭풍으로 자연정

화가 일어나 조간대에서는 크게 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으며 2차적으로 선박으로서 가압세척을 

하기도 하였다. 물과 기름이 범벅된 쓰레기가 44,000톤이 수거되었고 고형폐기물도 97,000톤이 

수거되었으며, 소규모 청소작업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나.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해상 방제활동을 2003년 1월 초부터 시작하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페인에서 지원온 16척의 선단이 1월 27일까지 Biscay만에서 방제활동을 하였다. 4월 중

순까지는 전문선박이 활동하였고 이후 20여척의 소형어선이 떠다니는 기름덩어리를 Arcachon만

의 입구까지 제거하였다. 프랑스 해안을 오염시킨 기름들은 모래바닥에 잘 충진되어 수작업이나 

기계적으로 비교적 쉽게 제거하였다. 2003년 5월 스페인부터 프랑스 Gironde 하구까지 기름들

이 Brittany 연안의 북서쪽을 오염시켰으며 어선과 방제선박으로 액상폐기물 1,300톤, 고형폐기

물 17,000톤을 프랑스 해안에서 수거하였다.

1.10.3. 유출영향

가. 스페인

  Galicia 연안은 유럽에서 어로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지만 가장 심하게 오염되었다. 사고 후 

바로 어획 금지구역이 시행되어 연안의 약 90%가 해당되어 8~10마일 이내에 어업제한이 시행되

었다. 이러한 어획금지 및 제한 어로로 수천명의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제한

은 Prestig호 사고 기름영향이 없었던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 영향이 비교적 적은 Asturias, 

Cantabria, Vasco 지역까지 모든 어종과 어업형태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어획금지가 시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어로활동은 11월부터 4월까지 계절적인 요인과 자원관리 측면에서 어장을 폐쇄하였

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시기였다.  2003년 4월에는 Galicia 북쪽 4개 지역만 어획제한

이 있었으며 2003년 10월에는 어획금지가 해제되었다.

수산양식은 오염되었지만 어획제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수하여 해수를 여과하여 공급하는 

중요한 넙치 양식장은 어획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하게 오염된 Galicia 지역에는 주요한 어

류 축양장이 있었지만 사육탱크에 기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

력에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소규모 양식장에서는 자원이 폐기되기도 했다. Galicia에서 주요 양

식 활동은 진주담치를 뗏목양식으로 하는데 직접 오염되지 않았으나 구매감소가 보고 되었다. 조

간대의 개인소유 패류 양식장은 폐쇄되지 않았으나 오염되어 정화설비업체에서 생산물 반입을 거

부하여 결과적으로 시장폐쇄가 일어났다. 진주담치 산업은 판매지연과 시장회복과 관련하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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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를 하였다.

일부 Galicia 정화설비와 수족관은 깨끗한 해수의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하나 어획금지결

과 해산물이 제한 공급되거나 취수구의 실질적인 오염으로 인해 정지되었다. 어떤 정화 설비업체

의 보관중인 자원은 이러한 이유로 대량 폐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되었다.

나. 관광산업의 영향

  Galicia, Asturias, Cantabria 와 Pais Vasco 해역은 수산물이 좋고 연안의 야외활동장소로 

관광매력이 많아 국내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스페인 전체로 볼 때 외국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

지 않다. 오염된 지역 내의 여러 관광관련 업체로부터 제출한 통계자료 분석에서 2003년도에는 관

광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하지만 Prestige호 사고로 인해 실제 얼마

만한 감소가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외국의 관광감소 즉 테러공포, SARS와 같은 

경우와 함께 유럽경기 저감, 유럽의 무더위로 인하여 북유럽보다 스페인의 경우 덜 매혹적일 수밖

에 없어 관광객 감소에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프랑스

  어업피해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2003년 1월 5일 프랑스 당국은 패류 판매금지를 내렸다. 기름

오염으로 특히 Arcachon의 굴 양식단지 입구에 해수분석, 어류, 패류 분석결과 석유류 탄화수소

는 허용한계 내에 있어 1월 15일에 해제하였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관광분야로 남부 대서

양 연안은 백사장이 좋아 호텔과 기타 위락시설, 민박, 캠핑장 등이 영향을 받았다. 이미 언급한 

스페인 관광분야와 같이 프랑스에서도 관광분야에서 청구수준의 평가가 문제이다. 국가통계로부

터 사고자체의 영향지역의 효과를 분리해야 한다.

라. 포르투칼

  포르투칼에서는 연안 오염은 보고 되지 않고 있으며 어업, 관광, 다른 경제자원에 뚜렷한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영국

  영국 해안경비청(MCA)는 Islands 해협 Wight섬 남쪽연안, Kent 지역 Ramsgate에 기름띠가 

밀려왔다. MCA 표본분석은 국립연구소에서 분석결과 프랑스의 유류오염과 같은 흔적을 나타내 

MCA는 Prestige호 유류로 확신하였다.

1.10.4. 난파선으로부터 잔존유 제거

  스페인 정부는 난파선의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두 가지 가능한 해법으로 펌핑으로 뽑아내는 방법과 콘크리트나 철판으로 난파선을 구획하는 방

법이었다. 국제 기술위원회는 스페인 정유회사 Repsol YPF와 공동으로 3가지 가능한 방법을 고

안했다. 바다 밑의 난파선 탱크에 구멍을 내어 셔틀탱크를 채워 표면으로 부유시켜 기름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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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포획하는 방안과 난파선위에 돔을 건설하는 방안, 관을 통한 펌핑하는 방법 중 2003년 여름에 

셔틀탱크를 이용하여 기름제거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이 작업과 함께 셔틀탱크 방식이 효과적

이지 못할 경우 돔을 이용한 방법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펌핑방법은 계획하되 위의 두 가지 방안

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적용하기로 하였다.

Repsol YPF의 지휘 아래 외양에서 사용하는 기름 저장소를 이용하여 난파선 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의 양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 결과 난파선에 남아있는 기름양은 선수에 13,300톤, 선

미에 900톤으로 추정하였다. 기름을 부유시키기 위해 셔틀주머니의 시도는 마르세이유 외양에서 

시도한 후 난파선에서 100톤 정도를 제거하였다.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 셔틀탱크를 알루미늄으

로 만들어 수면아래 40 m에 끌어올려 가열 후 선박에 펌핑하여 제거하는 기술을 확립,  2003년 

12월 12일에 스페인정부는 이 방법을 적용 시 경비는 99.3백만유로로 추정하였다.

1.10.5. 피해배상 청구

가. 배상처리 사무소

  스페인정부와의 자문 후에 수많은 보상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P&I London Club, 1992 기금과

의 협의로 스페인 La Corun～a에 보상처리 사무소를 열어 4명의 직원으로 2002년 12월 20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정부와의 자문 후 1992기금과 London Club은 프랑스 보르도에 보

상처리 사무소를 2003년 3월 17일에 개설하여 2명의 직원이 운영하였다.

나. 배상청구

(1) 스페인

  2004년 01월 23일 La Corun～a의 보상청구 사무소에는 488건에 총 583.5백만유로(411백만파

운드)를 청구해 이중 13,600명의 어업인과 패류 채취업자를 대표한 Galicia, Asturias 와 Can-

tabria의 58개 협회가 131.6백만유로(93백만파운드)를 청구하였고, 2003년 10월 2일 스페인 정

부는  2003년 7월까지 어업인과 패류 채포업자, 바다와 연안 청소작업, 유류유출로 영향을 받은 

세수감소, 행정비용 및 대중홍보비용으로 383.7백만유로(270백만파운드)를 청구했다.

(2) 프랑스

  보르도의 피해청구 사무소에서는 대부분 굴 양식과 굴 판매에 관한 피해청구로 2003년 12월 31

일 160건에 7.2백만유로(5.1백만파운드)가 접수되었다. 지방정부가 방제비용 청구를 알려왔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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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스페인 La Corun～a 피해청구사무소의 피해청구 일반현황

구   분 건    수 청구액(유로)

재산손해 214 2,378,211

방 제 비 17 4,183,027

수산양식 11 6,972,932

어패류 채포 131 133,797,004

관     광 6 592,184

어류가공판매 69 5,941,502

정부방제비용 1 343,982,567

정부수산 1 78,890,057

정부관광 1 5,422,017

기    타 38 1,341,673

총    계 489
583,501,174

(411백만파운드)

표 2-2-10. 프랑스 보르도 피해청구사무소 접수현황

피해청구 구분 건  수 청구액(유로)

재산손실 5 30,314

방제작업 13 3,728,628

바다양식 94 540,575

패류채포 3 116,810

어    선 21 283,565

관    광 21 2,462,600

어류가공/포장 2 65,359

기    타 1 8,400

총  계 160
7,236,251

(5.1백만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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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영국연안의 방제비용을 청구 할 것이다.

라. 스페인 정부 지급과 재정지원

  스페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1일 약 40유로(28파운드)씩 어업제한조치에 직접 연관된 어업인들에

게 지급하였다. 패류 채포업자, 근해어업인, 연안 작업자, 어류포장, 그물 수선업자, 어업협회 고용

인, 어시장, 얼음공장 등으로 이러한 지급은 1992기금 협약의 9조 3항에 따른 스페인 정부의 대

위 청구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대위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1992기금에 손실

이나 손해 받은 이들이 자금을 원할 때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융자

에 의한 손해는 기금에 대해 직접적이며 대위청구의 기본형식이 되게 되어 기금은 스페인 정부가 

그러한 평가를 할 때 도와주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Coruna～ 피해청구사무소는 41건 총 250,351유로의 대부 신청자 요청을 받아

들여 평가하였다. 제출된 서류를 Club과 기금 전문가가 조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청구서류들이 추

가자료가 필요하였다. 36건의 신청건은 82,937유로(59,000파운드)로 평가하였다.

2003년 6월 스페인 정부는 Royal Decree의 법률을 제정, 60백만유로로(112백만파운드)로 오

염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로 하여 스페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청구액을 결정하였다. 손해의 대

위권을 갖게 되고 보상을 받기위해 청구자는 2003년 12월 31일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Prestige

호 사건관련 보상권을 스페인 정부에 이전한다는 것에 서명해야 하고 이 법은 보상 청구사정에서 

1992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나 사정과정은 아직 정해지

지 않았다.

(1) 사고원인조사

  Cor Cubión 법원은 사고원인을 형사법에 따라 조사하였다. Prestige호 선장의 역할을 조사하

였고 스페인 피항지로 선박을 입항하지 않도록 결정하는데 포함된 토목기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

다. 스페인 공중노동부 내에 있는 해난사고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Prestige호 사

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고의 진행에 따라 조사 보고가 완료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Brest에 있는 조사국에서 사고원인을 형사조사 하였다. 1992기금은 스페인과 프랑

스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조사를 추적하였다.

1.10.6. 사고이후 국제적 동향 및 대응방안

  Prestige호 사고가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ⅰ)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의 중질유 운송금지

ⅱ)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의 조기 퇴출

ⅲ)유조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 등 점검 강화

ⅳ)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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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련의 대책들은 후진국이나 선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 주도하에 지

나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이 유류오염사고를 방지하

는 만병통치약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안으로 떠오른 선박안전과 해양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때 

단계별로 이를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O도 현재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각종 해상안전조치들과 사고책임 확대문제 등을 국제 규범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IMO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선박 기국의 선박검사제도 강화, 항만국 통제의 

실효성 제고, 조난당한 선박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방안 등을 들 수 있으나 특히 단일선체 구

조 유조선의 운항제한을 확대하고 퇴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부적합한 선급검사 및 항만국 검사가 빚어낸 참사라고 말

하였다. Prestige호는 지난 2001년 미국선급(ABS)이 시행한 연차검사에서 선체 균열에 대한 지

적을 받았다. 이후 2001년 5월 중국에서 입거하여 주요 선체 용접수리가 이루어졌으나 이 부위에

서 다시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ABS에서 조사를 하였다. 

2001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1999년 12월 발생한 Erika호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MAR-

POL 73/78협약을 개정하여 1973년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은 2007년까지 퇴출하고 그 

이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5년까지 운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번 사고로 인하여 

Erika호 사고이후 국제적으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

었다. Prestige호 사고를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

제협약과 상관없이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항만국 검사(PSC)를 강화하고 블랙리스트에 오

른 유조선에 대한 입항거부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각국 선급협회에서 시행

하는 정기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

한 규제 강화가 신중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어업피해 배상·보상사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한 이후 실제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의 

피해배상율은 기대만큼 제고되지 않고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71 국제

기금 발효일인 1993년 3월 8일 이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국제기금에 보상 청구한 유류오염사

고는 13건이고 총청구액은 3,261억원이다. 그 현황은 제11삼보호(1993.4.12. 울산), 제5금동호

(1993.9.27. 여천), 제1성일호(1994.11.8. 온산), 대웅호(1995.6.27. 고정), 씨 프린스호(1995.7.23. 

여천), 여명호(1995.8.3. 통영), 유일1호(1995.9.21. 부산), 호남 사파이어호(1995.11.17. 광양), 

제1융정호(1996.8.15. 부산), 제101정진호(1997.4.1. 부산), 제3오성호(1997.4.3. 통영), 경남1호

(1997.11.7. 울산), 경원호(2003.9.12. 남해)이다. 이 금액 중 방제비로 622억을 지급 받았으며, 어

업피해 배상금으로 2,639억원을 청구하여 합의 또는 소송으로 344억원을 보상받았으며, 2003년

도 발생한 경원호의 피해보상액으로 33억을 청구하여 현재 사정 중에 있다.

1971 국제기금의 우리나라 발효일인 1993년 3월 8일부터 2004년 4월 현재 5대 정유사(S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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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구 쌍용정유), LG-Caltex, 현대정유, 인천정유)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화주

가 납부한 분담금 총액은 613억원 이고,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된 13건의 유류오염 발생 사고로 

인한 방제비용 및 어업피해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P&I Club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

액은 965억원 정도이다. 1998년 침몰 유조선 제1유일호 및 제3오성호의 잔존유 제거작업에 소요

된 청구액 137억원을 합하면 그동안 국제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102억원이다.

2.1. 제5금동호 사고

2.1.1. 사고개요

가. 충돌사고 발생 경위

  추석을 이틀 앞둔 1993년 9월 27일 저녁, 한국국적의 481톤급 유조부선인 제5금동호가 광양항 

LG정유 제품 부두에서 벙커C유 2,100㎘를 적재하고 광양제철소 인접 한국급유 저유소로 이동

하기 위해 예인선 경기513호에 의해 18:30분경 출항했다. 이때, 파나마 국적 8,959톤급 화물선인 

비지아샨(Bijiasan)호는 18:00분경 8,732톤의 코일을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에서 적재한 후 잔여

화물인 코일 765톤의 출하 지연으로 일단 부두를 이탈한 후 다시 접안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

다. 18:52분경 비지아샨호는 임시 투묘 지점까지 이동하기 위해 도선사가 승선, 예인선 2척이 선

박을 부두에서 이탈시킨 후 19:02분경 저속으로 광양항내 제1번 묘박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제

5금동호는 제품부두를 출항하여 한국급유 저유소를 향하여 이동 중이었으며, 19:09분경 제25

번 등부표 부근에서 비지아샨호의 녹등을 확인하고 상대선을 VHF로 호출하였다. 호출당시 비지

아샨호에 승선한 도선사는 제23번 등부표를 이미 통과하여 제23번 등부표보다 남쪽으로 800m

나 남방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잘못 통보하였으나, 경기 513호 선장은 육안으로 녹등이 보이고 있

어 비지아샨호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현 대 우현 교행

을 제의하였다. 비지아샨호는 제5금동호로부터 근접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상대선의 위치

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미속으로 계속 투묘지점까지 이동하고 있었다. 비지아샨호는 제5

금동호 예인선의 녹등을 발견, 우현으로 자신들의 선박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30여초후 제5

금동호와 충돌하고 말았다. 19:12분경 비지아샨호의 선수부가 제5금동호 우현 정 중앙을 충돌

하였고 제3번창을 중심으로 제2번창과 제4번창까지 길이 18m×폭 4.5m가 파손되고 비지아샨호

는 좌현 길이 3m × 폭 1m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비지아샨호는 약간의 침수는 있었으나 침몰 위

험은 없는 상태였다. 제5금동호의 화물창 파손으로 적재한 벙커C유 약 1,228㎘가 유출되어 광양

만 일원과 노량수도, 진주만, 삼천포 수도 일원까지 유출유가 확산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제

5금동호는 파공부위의 길이가 18m, 폭이 4.5m였기 때문에, 충돌 당시 순식간에 적재유가 유출

되었다(해양경찰청, 2001).

사고 당시 주변의 해상상태는 풍파가 거의 없고 평온한 날씨에 청명하여 시정이 양호했으며 사고발

생 시각은 일몰 후 약 50여분이 경과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상은 낙조류가 흐르고 있

었으므로 유출유는 묘도 북쪽해상을 따라 남해도 남해대교 및 여수해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

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묘도 북편~동편~남해도 향촌~여수반도 만성리 해상에 이르는 광양항만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119 

2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부터 여수해만 전 해역에 걸쳐 기름이 확산되었다. 유출유 확산에 따라 여수시 오천동, 만흥동 일

원과 여천시 묘도동(묘도), 한구미, 신덕동, 일부 여천공단 주변 부두시설 그리고 동광양시 일원, 

남해도 향촌, 평산, 서상리, 직장리, 갈화리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기름이 부착되었다. 

표 2-2-11. 제5금동호 유출유가 부착한 해안 및 길이

지  역  별 해안부착길이(㎞)

총      계 120

여천시 묘도동, 한구미, 신덕동, 일부 여천공단 암벽 46

여수시 오천동, 만흥동등 일부 16

광양시 광양제철소 암벽, 지진도 일원 18

남해군 정포리, 염해, 직장리, 서상리, 구미, 유구, 사촌, 선구등 40

그림 2-2-9. 제5금동호 사고로 인한 유출유의 확산 및 해안오염 현황

나. 해상방제작업 

  1993년 9월 27일 19:50분경 선박충돌 신고가 이루어 졌으며, 20:20분경부터 오일펜스 400m

를 전장하기 시작했으나 파공탱크로부터 기름이 순식간에 유출되어, 광양항내 전역으로 대부분 

확산된 뒤였다. 22:30분경 방제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 주변에 유흡착재 등으로 방제작업을 

시작했으나 야간에는 방제작업이 불가능하였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제장비와 자재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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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기 시작했으며 해양경찰이 보유한 유회수기 3대, 유흡착재 2.4톤, 유처리제 4.8㎘를 현장으

로 이동시키고 동성항운, 여수항운 등 청소업체가 보유한 장비가 현장으로 추가 동원되었다. 해군 

고속정과 기자재를 동원 요청하였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전국해경서 보유 방제장비와 자재를 지원

토록 하였으나 추석의 교통체증으로 육상운송이 곤란하여 해양경찰서가 보유한 250톤 함정을 활

용하여 해상으로 운송하였다. 

당시 방제체제는 해양경찰, 지자체, 항만청으로 분산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 업체 등을 지휘할 수 

있는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내무부장관 주관 하에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대

책본부를 설치하고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9월 28 10시경 여수시청 등 10개 관계기관 및 단체 관

계자가 모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한 기관별 업무를 분담하고 부족한 방제기자재의 원활한 공급

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9월 28일 유출유의 일부가 남해대교 쪽으로 확산되었고, 나머지는 광양항 내에만 존재하였으므

로, 유회수기와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시작했다. 광양제철소 동편과 묘도 남쪽 등은 갈

색 유막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유회수기를 이용하여 105톤의 기름(해수 포함)을 회수하였고, 경

남 남해도 서편과 동편은 광양 항만을 13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경비정과 어선 149척이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등을 사용하여 9월 28~10월 3일까지 6일간 광양항 주변에 대한 해상 방제작업을 실

시하였다(해양경찰청, 2001).

사고당시 전국의 방제선박과 장비는 해양경찰 방제정 10척과 유회수기 30여대가 고작이었고, 이 

또한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동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이

미 넓은 해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경비정과 어선으로 유흡착재 투여와 유처리제 살포

에 의존한 방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유류 이적 작업을 위해 사고 당일 22시경 유류적재량 

900㎥인 산동호 등 2척의 선박으로 이적 작업을 준비했으나 실지로 9월 28일 05:00부터 이적이 

시작되었으며, 29일 아침까지 파공 화물창을 제외한 화물창에 있던 기름 약 870㎘를 이적하였

다. 이적작업이 완료되자 배수작업으로 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여수의 신영조선소로 수리를 위

해 예인하였다.

다. 해안방제작업 

초동 방제의 실패로 유출유가 넓게 확산되어 많은 해안에 기름이 부착되었다. 항만청과 5개 지자

체(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남해군, 광양시)는 해안 부착유의 제거작업을 위하여 마을별로 지역

주민과 군ö경으로 작업 인원을 편성하였다.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차량이 없었

으므로,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 군�경, 공무원들이 오염된 암벽, 자갈 등을 유처리제 및 석유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는 방법과 오염된 모래와 기름덩어리는 삽과 쪽대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9

월 28~11월 3일까지(37일간) 인원 8만4천명, 선박 3,405척을 동원하여 해안 부착유 제거작업을 

실시했다(해양경찰청, 2001). 현장에 파견된 검정회사가 소형 레미콘에 오염된 모래, 자갈을 경유 

등에 섞어 회전시켜 부착유를 제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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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제5금동호 인력 및 방제기자재 사용현황(해상 및 해안 총괄)

기관별 인력(명) 선박(척)
항공기

(대)

오일펜스

(m)

유흡착재

(㎏)

유처리제

(l)

총  계 83,933 3,405 15 3,200 32,153 158,592

해  경 2,127 262 5 300 6,227 24,892

관계기관 13,429 127 7 926 12,200

군부대 8,755 84 3

주민 및 업체 59,622 2,932 2,900 25,000 121,500

라.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름 회수선단으로부터 수거된 회수유 총 240톤(해양경찰 105톤, 기타 135톤) 과 해안부착유 

수거폐기물 1,513톤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가연성 폐기물 및 폐유는 소각처리하고 불연

성 폐기물은 기름성분을 제거한 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였다.

2.1.2. 방제 비용 및 어업피해 배상·보상현황

가. 방제비용

  오염현장에서 방제업체를 지휘하면서 각 지역의 해양경찰과 해운항만청, 지방자치단체, 방제업

체에서 방제작업 활동 후 청구한 금액은 5,666백만원이었고 사정 후 지급액은 5,585백만원으로 

지급율은 9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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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제5금동호 방제비용                                                                                   (단위:천원)

구     분 청구액 지급액 지급율(%)

합     계 5,666,442 5,584,953 98.6

여수해경 172,620 172,620 100

통영해경 25,425 25,425 100

여수항만청 24,737 24,737 100

마산항만청 2,827 2,827 100

여천군청 4,906 4,906 100

동광양시청 30,765 30,765 100

남해군청 194,810 194,810 100

하동군청 60,709 60,709 100

방제업체 5,039,643 4,958,154 98.4

여수수협 110,000 110,000 100

나. 어업피해 배상·보상

  방제작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10월 8일까지 기초조사와 수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4년에는 한국해사감정, ITOPF, 인하대학교, 수협, 어업인 대

표 등이 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지역 전체에 걸쳐 피해조사를 하였다. 수협별로 1996년

까지 7개 수협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여수수협 및 피조개 수협은 1996년도에 소송을 제

기하였다. 피조개 수협은 2000년도 7월 법원조정 결과에 승복하였으나 여수수협만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4년 5월 기각되었으며 보험 지급률은 전체 청구액 916억원 중 73억원(지급률 8%)

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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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제5금동호 기름 유출사고 관련 어업피해 보상청구 및 사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청구액
ITOPF

최종사정액

국제기금

승인액

실제 지급액

(이자포함)

청구액 대비 

배상률(%)

총  계 91,674,199 6,983,517 6,138,885 7,488,511 7.6

남해수협 17,794,830 3,842,160 3,844,852 4,330,433 21.6

하동수협 6,283,450 1,812,813 1,786,852 2,048,855 28.9

사천수협 959,279 208,119 208,842 237,527 21.7

여수수협* 18,430,233 809,986 0 142,743 4.4

광양수협 6,053,932 0 0 0 0

전남정치망수협 410,555 0 0 0 0

경남정치망수협 603,944 72,566 67,430 77,545 12.0

1,2구 잠수기 조합 383,509 10,434 9,829 11,304 2.7

3,4구 잠수기 조합 1,678,547 48,503 47,563 54,697 2.9

피조개 수협** 25,197,000 0 0 411,890 0

굴양식 조합 13,878,920 178,936 173,517 173,517 1.3

*여수수협은 4,710,195천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8 고법에서 142,743천원 판결,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2004.5월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고법판결 확정됨.

 **피조개 수협은 4,160,000천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0.7월 고법에서 411,890천원의 

조정액을 수용.

2.1.3. 방제비용 정산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쟁점분석

가. 유출량 및 유출된 기름의 종류

  유출유의 종류와 유출량은 방제 방법의 선택이나 피해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

다. 실지로 제5금동호 사건에서는 파손된 유창에 적재했던 기름의 양을 통해 유출량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고 초기에는 유출량의 규모와 유출된 기름의 정확한 종류가 밝혀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료유와 적재유가 한꺼번에 유출되거나, 씨 프린스호 사고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유출량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조선 내부 구조를 데이터베이스화

로 구축함으로써 사고 초기에 유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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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유의 성상에 관한 정보는 어업피해 추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사나 화주로부터 미리 자

세한 정보를 입수해 두어야 한다. 사고 처리에 바쁘다 보면 원시료를 채취해 두거나 날짜별로 풍화

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빠뜨리게 될 수 있다. 특히 경유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유류가 유출될 경

우에는 수일 내에 휘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5금동호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지 3년 이

상 지난 1996년 12월에 저유황 벙커C유의 물성을 확인하는 등 몇 년 후에야 유출유에 대한 정보

를 입수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나. 국제기금의 현장 조사관 파견 

  대형사고 발생초기에 국제기금이나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는 자체 조사를 위하여 사정인을 현장

에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5금동호 사고 시에도 국제유조선유류오염연맹(ITOPF) 소속 조사

관이 급파되어 사고 5일째인 10월 1일에 여수에 도착했다. ITOPF 조사관은 사고 6일째인 10월 2

일부터 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기금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므로 

이때의 조사 자료나 보고 자료는 차후 방제비용청구나 어업피해 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이때 ITOPF 조사관은 10월 3일까지의 방제 비용 190만불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의 방

제비용을 250만 달러로 대략적으로 추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총 방제비용을 550만 

달러로 추정하였다. 

ITOPF 조사관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 10월 15일에 현지 조사 보고서를 국제기금과 선주보험회

사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제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벙커유와 같은 고점도 

유류에 대해 유처리제가 처리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처리제가 과잉 살포되고 있다고 언

급했다. 오일펜스와 스키머를 이용한 유회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유흡착재의 사용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중요한 해안의 체계적인 방어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ITOPF 조사관은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닦이 작업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

적이었다. 오염 민감 지역(environmental sensitive area)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피

해가 발생한 어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쟁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적 

진단은 피해 사정의 판단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TOPF 조사관과 같은 전문가가 향

후 쌍방간에 발생할 쟁점까지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했었다면 피해를 보다 정확

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금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은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수

십년의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아무 지식과 경험도 없이 밀려

든 기름을 치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며, 초기의 오염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 유처리제와 기름의 독성 문제

  방제작업으로 인한 2차 오염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기금측은 1993년 10월 중순부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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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수산물에 대한 급성독성실험을 준비했다. 이 같은 발빠른 대응은 향후 피해배상 요구 시 발

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제5금동호 사고 시에

도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어업인들에게 독성실험이나 유처리제로 분산된 유류의 피해여부를 규명

할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지만, 어업인 측에서는 사고처리에 급급하여 피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극히 미진했다. 어업인들은 노임을 받는 해안방제작업에만 매달려 문제의 핵심을 간과함으

로써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유처리제는 국가의 형식승인을 거친 제품이므로 정상적일 경우 독성이 높지 않다. 과거에는 외국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신나에 계면활성제를 섞어 유처리제를 제조하여 생산하던 소규모 

업체가 있었는데, 이런 제품은 고점도 유류에도 분산력은 우수하지만 아주 높은 독성을 나타냈

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은 수십 내지 수백 ppm에서도 급성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유처리제를 사용하면 기름이 수중으로 분산되므로 생물이 기름을 흡입하게 되며, 

기름을 흡인한 생물은 금방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생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유와 같이 수용성 성분이 포함된 유류의 경우, 유처리제의 사용 시기를 잘못 결정할 경우, 피해

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원유와 같이 용해 성분이 포함된 기름은 유처리제의 사

용 시기에 따라 수중 생물에게 미치는 독성 작용과 피해가 변동하므로, 피해배상에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는 유분산처리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방제책임자의 허가 아

래 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산된 기름에 대한 만성적인 영향은 생물에 따라 민감도에 큰 차이가 있으며, 96시간 반치사율

과 같은 급성 생물 검정시험에서는 제대로 영향을 규명해 내기 어렵다. 급성독성실험에서는 치사

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물의 특성

에 따라 급성독성실험이 실제 바다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이매패류(bivalve)

는 높은 농도에서는 패각을 닫고 수일 이상 견딜 수 있다. 96시간 동안 높은 농도에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전혀 흡입하지 않는다. 96시간 노출 후 맑은 해수로 옮기면 정상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기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체내에 흡입된 기름 성분을 분석하거나, 어류의 쓸개

즙과 같이 기름의 체내 분해산물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름에 의한 독성에 의

한 영향을 규명하려면 세포병리학적인 측정방법이나 MFO(Mixed Function Oxidase)효소분

석, DNA adduct 분석 등이 동원되기도 한다.  현장에서 생물이 노출되는 기름의 농도는 급격히

(Exponential) 감소한다. 초기에는 매우 높은 농도에 노출될 수도 있으나, 해수에 의해 희석되면

서 급속히 농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자연 현상의 상황을 재현하려면 연속희석식(flow-through) 

독성실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2.1.4. 어업피해 감정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쟁점분석

가.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검정인의 자격 시비

  어업인들은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검정인인 H사에서 편파적인 피해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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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유로, 보상청구서를 검정인에게 제출하지 않고 직접 국제기금에 청구서를 전달하였다. 

국제기금측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있는 검정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업인들은 이

를 따르지 않았다.

나. 보상 협상권의 위임

  1993년 10월 15일 광양만 유류오염피해보상연합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1일 런던의 법

무법인인 Waltons & Morse에서 훈련 중인 K씨는 수협중앙회, 하동수협, 남해수협 등을 방문하

여 자신이 소속된 법률 사무소가 수임할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과 접촉하여 많

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어업인들은 Waltons & Morse를 대

리인으로 지정하고, 제5금동호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된 보상 협상권을 위임하였다. 11월 8일부

터 17일까지 Waltons & Morse는 영국의 법 생태전문가 Cross 박사에게 피해조사를 위임하여 

피해보상 청구액 936억원을 산출하였고, 그 후 광양만 기름오염 보상대책위원회는 Waltons & 

Morse를 통하여 45권에 달하는 방대한 피해보상청구서를 1993년 12월 28일 런던의 국제기금

에 직접 제출하였다. 

국제기금은 1994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피해보상청구서를 검토한 후 1994년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영국에서 파견된 해양생물학자, 패류학자, 어류학자 3명과 국내에서 선임된 해양생물학

자 3명, 검정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청구인 측의 Cross 박사, Waltons & Morse의 K씨, 피해보상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입회하에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양측이 참여하는 이러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국제기금 측은 한국에 선임한 변호

사를 통해 1993년 10월부터 공동조사 계약서 초안을 작성케 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어업인들은 공동조사와 같은 합리적인 증거마련 보다는 변호사 선임 등에 더 의존

했으며, 어업피해배상청구서를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로 실랑이를 벌이느라 공동 조사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 4개월 뒤에 이루어진 공동피해조사 때에는 이미 기름 유출로 인한 직접

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지고 난 후였으며, 수중의 기름 농도는 3개월 후에는 거의 다른 해역과 유사

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수산피해가 유출된 기름에 의한 피해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원

래 그 지역에 자원량이 적었다든지, 혹은 적조나 환경변화로 대량 폐사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

며, 피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10월 국제기금에서는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를 통하여 유화제와 벙커C유가 패

류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생물에 대한 독성실험을 

실시했으며, 1994년 3월 국내 대학에 의뢰하여 광양만과 진주만의 수질과 저질 분석을 위한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다. 국제기금에서는 피해조사 시 기름오염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기름오염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국제기금은 1994년 6월 런던에서 1주일간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출한 피해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회의를 가졌으며, 7월 중순에 ITOPF가 취합 작성한 ‘제5금동호 기름오염 피해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Waltons & Morse에 제시하였다. 이때 ITOPF에서 사정한 금액은 35억 5,711만

원으로서 청구액 916억 7,420만원의 3.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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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12-16일 런던 국제기금을 방문한 청구인 측에서는 Waltons & Morse 변호사 3명과 

K씨, 어업인대표 3명, Cross 박사가 참석하고, 국제기금 측에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를 

하였다. 이때, 어업인 측은 피해청구액을 1,288억원으로 증액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양측

의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다. 피해증거의 미흡

  크로스 박사의 현장조사 후 Waltons & Morse는 45권에 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에서 피해의 증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피해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체적인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ITOPF가 1994년 7월에 제시한 사정 보고서(Assessment of fisheries 

and mariculture claims)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어장의 배상청구

별로 이를 거절한 이유와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향후 오염사고가 발생

할 경우 배상청구 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처음 제시된 사정액은 추후 협상과정에

서 약간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한국의 방제작업의 관행상 유분산처리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된 기름 속에 포

함된 유해성분에 의해 수중 생물에게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사

정 보고서에서는 벙커C유가 유화제에 의해 잘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벙커C

유는 원유와는 달리 급성 독성 성분이 없으므로 독성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벙커C유

와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96시간 독성실험을 수행한 결과만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피해가 없

다고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실지로 사고해역에는 많은 양의 유처리제가 살포되었고, 강제

로 분산된 벙커C유의 미세한 유적이 수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방제작업 초기의 농도는 더 높았

겠지만, 해역의 수중에는 1주일 이상 수십 ppb 정도의 기름 성분이 부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농도 수준은 해경의 유분 분석결과에도 드러나 있으며, 해양연구원의 연속측정결과에

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수십 ppb의 농도가 2주일 이상 지속되었다면 수중에 살고 있는 민감

한 해양생물들에게는 상당한 생리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수중으로 분산된 기름성분

은 생물 분해가 일어나며, 입자상 물질에 흡착되어 저층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중의 기름 농도

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3개월 후에 수중의 농도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으나, 수중에 부유하던 기름이 어디로 갔는지는 간과하고 있었다. 벙커C유속에는 미생

물에 의해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방향족 탄화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성적인 독성작용

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유성(hydrophobic) 성질을 가진 PAH 성분들

이 입자에 흡착되어 해저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서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에 대해

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수중에 분산된 벙커C유는 조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수중에 있는 어떤 생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

으므로, 해안에 기름이 표착하지 않은 어촌계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해양연구원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고해역의 유분을 연속 관측한 결과를 보면, 

뚜렷한 농도경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분산된 기름이 해역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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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유처리제에 의한 독성이 피해를 초래했다거나, 분산된 기름에 의

해 피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배상·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국제기금에서는 유출유가 점성이 큰 중질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름이 해안에 부착된 후 조간

대
52)

(潮間帶)의 뻘이나 모래 속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저질 속으로 침투한 것

이 방제작업에 동원된 4000명의 작업인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로 해안 정화작업

이 끝난 해안에서 퇴적물내로 침투한 기름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제기금의 주장과는 달리 조간

대(潮間帶)의 저질을 사람이 밟지 않더라도 게구멍 등을 통하여 기름이 저질 내로 유입되거나 모

래 사이로 침투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퇴적물 내에는 많은 기름이 잔류할 수 

있다. 갯벌 퇴적물 내로 유입된 기름성분은 오랫동안 남아서 저서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양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56) 조간대(潮間帶) : 만조선과 조수가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선의 사이를 조간대(潮間帶)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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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제5금동호 사고의 수산피해에 대한 ITOPF의 피해 사정내용                            (단위: 원)

번호 청구지 청구액 사정액

7

제1종 공동어장

남해 제1종 공동어장 10,296,823,000 768,255,224

남해 바지락 양식어장 996,498,000 219,764,264

하동 제1종 공동어장 1,308,583,000 148,930,905

하동 바지락 양식장 902,370,000 241,244,848

하동 굴 양식장 121,800,000 6,300,000

사천 제1종 공동어장 363,701,000 93,683,978

여수 제1종 공동어장 746,683,000 62,385,752

여수 무면허 바지락 양식장 6,535,030,000 208,612,275

여수 무면허 제1종 공동어장 74,060,000 5,251,269

여수 무면허 굴 양식장 79,500,000 7,141,750

광양 무면허 바지락 양식장 102,894,000 0

광양 무면허 굴 양식장 387,775,000 0

계: 21,915,717,000 1,761,570,265

8

피조개

피조개 조합 24,822,000,000 0

피조개 및 전복 부화장 375,000,000 6,375,000

계: 25,197,000,000 6,375,000

9

굴양식장

굴 양식시설 피해 229,981,000 197,757,000

굴 종묘연 피해 392,400,000 0

굴 종묘 손실 4,589,000,000 0

폐사 및 성장 손실 8,219,250,000 0

위탁판매 수수료 손실 448,288,750 0

계: 13,878,920,250 197,757,000

10

새고막

광양 새고막 양식장 3,095,911,000 0

광양 무면허 새고막 양식장 2,467,352,000 0

여수 무면허 새고막 양식장 6,413,073,000 0

사천 새고막 양식장 147,000,000 0

남해 새고막 양식장 498,400,000 0

하동 새고막 양식장 89,320,000 0

계: 12,711,056,000 0

11

낭장만

남해 403,628,000 152,575,650

하동 45,764,000 20,562,900

사천 23,434,000 6,583,950

계: 472,826,000 179,7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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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5. 계속

번호 청구지 청구액 사정액

12

어선어업

남해 839,955,000 326,747,649

하동 1,490,560,000 109,371,151

사천 425,144,000 22,893,770

여수/여천 678,106,000 206,959,416

계: 3,433,805,000 665,971,986

13

여수지역-기타청구

새조개 2,167,320,000 0

소형 정치망 53,774,000 16,032,000

해산물 음식점 291,499,000 0

넙치 부화장 37,500,000 0

가두리 양식장 809,418,000 29,570,800

어루 수조양식장 4,800,000 0

제1종 양식장 89,470,000 0

계: 3,903,781,000 45,602,800

14

남해지역-기타청구

김 816,616,000 32,135,380

새우 1,693,620,000 353,589,000

전복 47,250,000 0

참게 402,000,000 0

계: 2,959,486,000 385,724,380

15

어류 가두리 양식장

하동 가두리 양식장 2,325,053,000 241,677,000

남해 가두리 양식장 1,800,000,000 26,750,000

계: 4,125,053,000 268,427,000

16

정치망

전남 410,555,000 0

경남 603,944,000 35,526,096

계: 1,014,499,000 35,526,096

17
제 1,2구 잠수기 어업 383,509,000 10,433,708

계: 383,509,000 10,433,708

18
제 3,4구 잠수기 어업 1,678,547,735 0

계: 1,678,547,735 0

총계: 91,674,199,985 3,557,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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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은 국제기금에서 제공하는 급성독성실험 자료나 오염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다. 만약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biomarker)나 PAH 분석 등 오염 피해의 개

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수산생물들에게 미친 스트레스 수준

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공동어장 생산량 자료의 미흡

  제5금동호 사고의 경우 어업피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

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었다. 수산업법상 공동어장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 또

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장이며, 양식장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하였고, 공동어

장에서 채취되는 생물들은 성장기간이 필요하고 자원이 유한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제1종 공동

어장의 피해액을 사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연간 생산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오

랫동안 양측의 쟁점이 되었다.

남해수협과 하동수협 관내 제1종 공동어장의 핵타 당 연간생산액은 2,100만원으로 제시되었는

데, 국제기금은 1차 보상청구액 916억원 중 508억원을 124명이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양식

장당 연간소득이 약 4억이 넘는 것을 의문시하였다. 남해수협 산하 28개 어촌계의 제1종 공동어

장의 피해보상청구액이 102억원이었으나, 크로스 박사의 2차 보고서는 1994년 9월까지의 1년간 

피해액을 411억원으로 증액청구 하였는데, 남해군 관내 3,779 핵타의 공동어장에서 411억원의 

연간소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사정인 측은 경남의 공동어장 21,545핵타에

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고가 169억원으로 어촌계당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

장하였고, 만약 핵타 당 2,100만원의 소득이 사실이라면 하동군 관내의 공동어장 769핵타에서 

161억원의 생산고를 올린다는 것이므로 과대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94년 11월 24일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생산 증빙자료는 세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허위자료는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어업인들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를 불신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어업인 측에서 제시한 거래 증빙 자료는 제3자가 보더라도 임의로 작

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으며, 공동어장의 생물 생산력을 고려할 때, 수산학이나 생

태학적 관점에서도 한 지역에서의 생산을 통해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물론,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동어장 생산물의 구입자가 일부 판매 자료를 누락시켰

을 가능성도 있지만, 세금을 낸 근거가 없으므로 판매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어촌계의 소득이 높을 경우, 관할 수협의 위판실적이 높아야 하는데, 관내 어촌계가 공동어장 생

산고중 몇%를 사매매하였고, 몇%를 수협을 통해 위판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매매의 비율이

나 양에 대해서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사정 시에는 제1종 공동어장의 자원 고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자원량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94년 3월에 피해지역의 공동어장에서 자원량을 조사했으나, 자원량이 매우 빈약

했다. 이러한 이유가 원래 자원량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염피해로 인해 자원량이 감소한 것인

지는 분명치 않다. ’89년부터 ‘93년까지 하동수협의 공동어장과 양식장에서 생산한 연체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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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고는 연간 7억원 내지 22억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적은 위판고가 쟁점이 되었다. 국립수산진

흥원에서 발간한 수범사례집에서 제1종 공동어장의 연간 생산고가 핵타당 평균 190만원 정도였

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또한 여수지역은 공동어장 생산고를 핵타당 190만원으로 청구하고, 남해-

하동지역은 2,100만원으로 청구하여 큰 차이가 있었던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협상과정에서 농수산통계연보에 나타난 해면어업의 패류생산량을 제1종 공동어장의 연간생산고

의 범주로 인정하여 생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채택되어 1995년 8월 ITOPF는 남해수협 관내 제

1종 공동어장의 핵타당 연간생산고를 1,921,875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는 조하대
57)

(

潮下帶)1,579,925원, 조간대(潮間帶) 341,950원을 합산한 것이었다. 

공동어장 생산량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기간을 얼마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해기간의 산정은 실제로 생산을 하지 못한 기간을 확정 한다기보다는 협상에 의해 기간을 정하

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름이 퇴적물 속에 침투한 지역의 경우, 

퇴적물 내에 남아 있는 난분해성 독성물질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생태계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

나, 이러한 피해가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 정량적으로 밝혀져 있지 못하였다.

마. 피조개 양식 피해 여부

  어장 노후화와 오염, 종패의 부족으로 피조개 양식이 침체되어 생산이 둔화되던 상황이었으므

로, 단위면적당 피조개 생산량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쟁점이 있었다. 사고 피해지역은 피조개 종

패를 살포한 지역이며, 1994년 3-4월에 3,895톤의 피조개 수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는 어업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의 규모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 피조개가 다른 원인에 의해 폐사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피조개 연령 및 크기 분포 분석을 통해 성장식을 계산함으로써 피조개가 기

름사고 이전에 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피조개의 패각에 분명한 성장저

해선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이 기름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피조개 양식업자들은 유화제 사용으로 인해 벙커C유의 입자들이 저층에 침전하여 저질을 오염시

켰다는 주장을 폈다. 국제기금 측에서 조사한 퇴적물중의 탄화수소 분석결과는 사고해역이 대조

군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탄화수소 분석은 GC-MS 등을 이용하여 PAH 성분을 정밀하

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

한 과학적인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던 어업인 들로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

었다. 피조개가 기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피조개 육질 내에 포함된 PAH 성분이

나, 피조개 체내의 종패의 MFO 효소 분석, 조직병리학(histopathology)적 관찰 등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피조개에 대한 오염물질의 생체이용율(bioavail-

ability)을 조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퇴적물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체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급성독성실험을 수행할 경우, 패류들은 일정시간동안은 패각을 닫고 견디기 때문에 오염에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패류들이 패각을 닫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으며, 낮은 농도에서

57) 조하대(潮下帶) : 조수가 가득 찰 때를 만조선이라고 하고 조수가 가장 낮은 때를 간조선이라 하여 

간조선 아래를 조수보다 아래라고 해서 조하대(潮下帶)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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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물질을 흡입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실험을 수행해야만 영향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전복과 피조개 종묘 생산시설인 배양장 안으로 기름이 유입된 피해에 관해서는 기름이 유입된 분

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굴 양식장의 피해

  굴 양식 피해의 경우에도 굴의 성장이 지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생산량과 단가

의 문제에 있어서도 위판자료에서 깐 굴과 까지 않은 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굴

의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하동수협에서는 진해만의 굴을 가져와서 처리했다고 

해명했으나, 채묘연 피해, 종패 손실 피해, 성장지연 및 폐사, 위탁판매 수수료 손실 등이 모두 인

정받지 못했다. 

   

사. 새고막 양식장 피해

  국제기금 측은 광양만 수질이 악화되어 왔으며, 새고막의 크기, 연령 분포 분석결과 새고막의 대

량 폐사가 1993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고막 양식장은 

127억원을 청구했으나 전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아. 새조개 피해

  새조개는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패류로 유류오염과 같은 환경급변에 폐사 가능성이 높은 패류

로서 여수 수협에서는 새조개 생패에 뚜렷한 성장억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지

역에서도 이 같은 성장억제선이 나타나며, 광양만에서 새조개 군집에 대량 폐사가 없었다는 주장

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수수협에서는 여수시 만흥동 해안가에 위치한 횟집에서 활어가 폐사하고 판매 감소로 소득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억 4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여수 세무서 자료에서 음식점당 연

간 평균 소득이 528만으로 신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득액이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

었다.

자. 어선어업 손실 및 낭장망 어업, 정치망 피해

  어선어업의 경우에도 통발어업, 연승어업, 어업활동 모델을 만들었으며, 시설 피해와 어선어업 

활동 중지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상했다.  국제기금 측은 낭장망 어업의 영업모델을 만들었으며, 

고정비와 직접비용, 매출금액, 조업일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어망 피해와 소득 손실을 사정하여 

보상했다. 

정치망 어장의 피해는 시설피해와 어획량 감소에 의한 소득손실이 주 내용인데, 유화제의 사용으

로 인해 유영성이 강한 어류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유취 피해도 주장되었

다. 유화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국제기금측은 여수와 

광양만의 어업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정치망이 기름오염 피해를 직접 받지 않은 지역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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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된 멸치생산량이 전년도보다도 높아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였다. 14

일간의 조업 중단 피해와 직접 기름이 표착한 정치망의 시설피해만이 인정되었다. 

차. 김 양식장의 피해

  남해 수협에서는 김 양식 중단에 의한 소득손실, 기름오염에 의한 시설 피해, 김종묘 피해 등으

로 8억 1661만원을 청구했다. 김 양식시설은 기름오염에 취약하므로 소득손실이 인정되었고, 양

식시설의 피해도 인정되었다.  

카. 어류 가두리 양식장 피해

  하동과 남해의 가두리 양식장은 6개소에서 농어, 넙치, 조피볼락, 볼락, 노래미, 참숭어 등의 폐

사, 유취 피해, 예상 피해 등으로 총 41억원이 청구되었는데, 사고 당시 양식하고 있는 어류의 수

량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2억 6천8백만원의 시설피해와 간접피해만을 인정받았다.  넙치 종

묘생산 배양장의 피해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이 거절되었다. 가두리 양

식장의 경우에는 양식시설의 피해가 인정되었다. 

타. 잠수기 조합 피해

  잠수기 어업의 피해는 유화제와 기름에 의한 유취 피해, 성장지연, 품질저하 등으로 93년도 예상 

생산액의 30%와 94년도 예상생산액의 20% 감소를 주장하였다. 국제기금 측에서는 유화된 기름

이 해저에 침전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지로 기름성분은 수중에 용존되기 보다

는 입자성분에 흡착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해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다. 

파. 기름 분석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의 신뢰도

  광양만 제5금동호 유출사고 후 해경과 국립수산진흥원의 유분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 oil & grease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름 성분의 형광을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었다. 사고 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때, 광양만 에서는 최대 76.4 ppb, 평균 25.7 ppb의 농도가 측

정되었는데, 3개월 후 유분 농도는 평균 8 ppb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고전의 3.7 ppb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수질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oil & grease를 측정하는 방법

은 정확한 기름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 후 15일 이내에 기름 분석이 이루어

졌더라면, 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높은 농도가 관측되었을 것이며, 어업인 측에 유리한 자료로 사

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름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적으로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

고 초기의 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 폭력이나 외압에 의존한 문제해결

제5금동호 사고의 협상과정에서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검정인에 대한 폭행과 납치, 협박, 국회의

원을 이용한 외압, 국정감사 등을 이용한 것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보상협상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은 62개 회원국에서 분담한 기금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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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청구액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를 입증할 수 있

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제기금의 의뢰를 받은 감정인은 어업인들이 제출한 보상청

구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 입장에서 사실

을 기초로 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편견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

록 되어 있다. 물론, 국제기금에서 지정받은 검정인으로서 그들을 대변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로

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제5금동호 사고 시 그전과는 달리 어업인들은 영국 변

호사를 선임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국제기금의 보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

였고, 이들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논리정연하게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해야만 합리적인 보상

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타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막대한 변호사 

수임비용을 감당해야 했으며, 오랜 기간동안 지루한 법정 싸움을 계속했으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실패했다. 

 

2.2. 씨프린스호 사고

  씨프린스호 사고는 우리나라 최대의 오염사고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이미 잘 알려

진 사건으로서 유류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해

양오염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방제체제를 일

대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설립 이래 지속적인 방제전문지식의 습득과 

방제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방제기관으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남해안에 침몰된 유조선 

유일1호와 제3오성호의 잔유제거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국제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해양오염 방제능력 및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 부문에 있어서는 1995년 씨 프린스호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69 민사

책임협약(69 Civil Liability Convention : 69 CLC) 및 71 국제기금협약(71 Fund Convention : 

71 FC) 체제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수용하여 1993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었으므로, 씨 프

린스호 사고로 인한 오염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합리적인 기름오염 피해배상 청구방법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계

도하기 위하여 69 민사책임협약, 71 국제기금협약 그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집약

한 ‘유류오염 피해조사지침’을 발간(1995), 배포하여 어업인들이 숙지하도록 계도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상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배상·보상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여 수년 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던 것이다.

2.2.1. 사고개요

  씨프린스호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266,852톤을 적재하고 1995년 7월 19일 여수항에 입항한 

후 7월 21일 호남정유 원유부두에 접안하여 동일 16:40분경부터 원유 하역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태풍주의보로 인하여 7월 22일 하역잡업을 중단하고 경남 남해군 세존도 북방 3.6마일 해점, 위

도 34-33-34N, 경도 128-05-24E에 투묘하여 피항하다가, 1995년 7월 23일 12:00경 대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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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변경되면서 다른 안전해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 

7월 23일 14:00시경 씨프린스호는 여수 오동도 남방 22마일에 위치한 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 부

근에 선미 좌현 기관실 부위가 충돌하면서 기관실의 파손과 함께 기관실과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

하여 선박 추진력이 상실되어 표류 하다가 7월 23일 16:00경 여천군 남면 소리도 남단 해안 암초(

위도 34-22.5N, 경도 127-47.4E)에 좌초되면서 선미부분이 침수되고 또한 기관장이 강한 파도

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약 5,000여톤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2.2.2. 유출유의 확산 및 방제조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전라남도 여천군 소리도 남단으로부터 북쪽과 북동쪽으로 확산되어 7월 

23~24일에는 전남 여천군 일대, 7월 25~27일에는 경남 남해도 일대, 7월 28~29일에는 욕지도, 

7월 30일에는 통영, 7월 31일에는 거제도, 8월 2일에는 부산 영도, 그리고 8월 4일에는 울산앞바

다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유출된 기름은 일본 오끼 섬에도 도달하였다. 

한편 1995년 8월 3일 호남정유에서 벙커C유 440㎘를 선적하고 부산으로 항해하던 여명호가 

1995년 8월 3일 23:50분경 거제도의 매물도 부근에서 예인선 남일호와 충돌하여 여명호로부터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거제도 해안을 오염시켰는데, 오염된 구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씨프

린스호의 오염지역과 중복되었다.

ITOPF 전문가들이 방제작업에 기술적인 조언을 주기 위하여 국제기금과 UK P&I Club 의 요청

에 의해 한국에 왔었고 방제조치는 해양경찰의 주관하에 선주에 의해 수행되어졌다. 선주는 싱

가포르의 방제회사(EARL)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비행기를 동원하였다. 또

한 선주는 해상 및 해안방제 장비를 일본석유연맹(PAJ : Petroleum Association of Japan)으

로부터 빌려왔다. 

국내 대부분의 방제회사들이 선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과 장비를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하였고 어

업인들도 그들의 선박과 선주로부터 공급되어진 방제 자재들을 이용하여 방제작업을 하였다. 폐

기물처리 계약자는 각 섬들의 임시 저장소에 모여있던 폐기물을 육지의 허가된 소각장으로 운송

하여 처리하였다.

2.2.3. 어업 피해조사 및 배상·보상 과정

  유류유출 영향을 받은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들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씨프린스호 유류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류오염 피해조사를 위해 검정인을 지

정(어업인지정 검정인)하였으며, 배상·보상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씨프린스호 선주,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는 피해조사 의뢰를 ITOPF 및 협성검정에 하였고 우리나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해조사는 피해지역의 어업인대표자들, 수산관련전문가 그리고 어업인 지정 검정인들과 함께 

ITOPF, CEDRE 전문가 그리고 협성검정의 검정인들이 참여하여 오염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가 실시되어졌다. 관능검사(유취검사)와 분석검사를 위하여 오염지역으로부터 어류, 패류 그

리고 해조류의 표본들을 각 지역에서 각 3 개체씩 채취하는 것 이외에 여수수산시장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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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염지역으로부터도 표본이 채취되어 여수수산대학교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관능검사(유취검

사)는 어업인대표들에 의해 거절되어졌고, 화학적 분석검사는 우여곡절 끝에 스코틀랜드의 포트

에드가에 있는 환경자원기술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어업인들의 피해청구서는 각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취합하여, 씨 프린스호 선주, P&I Club 그리

고 국제기금에 제출되었으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 그 후 어업인지

정 검정인들은 어업인들의 피해청구서를 나름대로 사정한 조사보고서를 씨 프린스호 선주, P&I 

Club 그리고 국제기금에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조사보고서 상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폐사가 어떠

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어떻게 사정되었는지 혹은 장래 예상폐사의 산정근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1998년 6월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청구액 735억원에 대한 사정재판을 통해 청구액 735억

원 중 675억원은 영국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 선임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사정금액 153억원

으로 합의하였고, 60억원은 미합의되어 1998년 7월 여수수협에서 미합의 60억원 중 53억원에 대

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9년 11월 국제기금에서 피해보상으로 169.5억원(결정 153억원 + 이자 16.5억원)을 지급하였

으며, 2001년 12월에 방제비용으로 100.5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같은 시기에 순천지원에서

는 53억원 청구소송에 대해 14.38억원으로 보상판결을 하였으나 2002년 1월에 여수수협에서 항

소를 하였고 국제기금도 이에 대해 2002년 5월에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1심 항소에 대해 

1.63억원으로 중재권고 결정을 하여 2003년 5월 국제기금에서 중재권고 결정수용으로 피해보상

이 타결되었다. 결국 미합의 60억원 중 53억원의 소송 건은 1.63억원으로 결정되어 이자포함 2.21

억원을 수용하는 선에서 보상이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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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청구 및 보상절차

피해사정기관

❶ 어업인지정

     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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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의뢰

피해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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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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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6. 씨 프린스호 사고 여수지역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ITOPF사정금액            (단위 : 백만원)

여수지역

어업/비어업분야
어업인 청구금액

어업인지정

검정인
ITOPF 사정금액

공동어업 47,842 7,806 1,141

가두리 양식 어업 81,899 36,642 8,407

제2종 양식 - 전복 8,662 1,226 204

제2종 양식 - 굴 1,175 454 90

제2종 양식 - 홍합 1,997 207 70

제1종 양식 어업 9,483 2,395 122

육상양식 어업 2,731 688 0

어선 어업 3,952 1,432 553

낭장망 어업 4,796 784 409

각망 어업 13 6 6

정치망 어업 15,418 1,254 315

안강망 어업 5,212 953 0

분기초망 어업 4,914 1,414 361

기선권현망 어업 3,572 762 205

소형선망 어업 599 148 40

해녀 어업 215 120 110

관광* 162 74 11

선착장 시설 12 6 6

위판 수수료 6,363 1,425 0

기타 공공부분 비용 287 287 0

합    계 199,304 58,083 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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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남 사파이어호 사고

2.3.1 사고개요

  호남 사파이어호(파나마 국적, 총톤수 142,488톤)는 원유수송선으로 중동의 오만, 아랍에미레

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원유 253,897톤을 선적하고 1995년 10월 26일 20시 24분경 사

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항을 떠나 20일간의 항해를 마친 후, 11월 17일 14시경 광양만 대도부근

에서 도선사 및 수습도선사를 승선시키고 LG-Caltex 정유 원유부두로 향하였다.  같은 날 15시 

35분경 여천시 낙포동 삼일항 소재 LG정유 원유부두 약 1마일에 도착한 본선에 예인선 6척을 우

현에 배치시켜 접안 준비를 완료하고, 15시 50분경 6척의 예인선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면서 부두

에 접안 시도 중 선미부분이 선수부분보다 부두에 먼저 접근하자 예인선으로 선수부분을 부두 쪽

으로 밀도록 하였다.  16시경 선수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밀리게 되었고, 본선이 부두에 30～40m 

근접할 때까지 강한 전진타력의 힘을 소멸시키지 못하여 선수부분이 부두에 먼저 접근하게 되자 

전진타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우현 선수 측에서 예인선 2척으로 선수부분을 당기도록 하였으나 

예인선이 호남 사파이어호 가까이 위치하여 예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선은 타력으로 계속 밀

려 16시 10분경 원유 제 2부두 제 8번 돌핀에 부착된 방현재 전반부와 접촉되면서 방현재를 지지

하는 체인 고정용 U-볼트 및 돌핀 교각 모서리와 사파이어호의 좌현 2번 원유탱크가 접촉으로 인

해 파공이 발생, 적재된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2.3.2 유출유 확산 및 방제조치

  사고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2~3㎧정도로 불어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광양만의 만조시간이 16

시 45분경, 전류시간이 17시 28분경 이었으므로 정조시간대였다. 이 충돌로 좌현 2번 탱크에 가

로 30cm × 세로 10cm (갑판으로부터 약 7.5m 하부지점) 및 가로 60cm × 세로 3cm (갑판으로

부터 약 11m 하부지점) 크기의 파공 2개소가 발생되어 좌현 2번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아라비안 

원유가 해상에 유출되었다. 당시 호남 사파이어호 좌현 2번 탱크에는 아라비안 원유 22,470㎘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중력과 불활성가스의 압력으로 적재된 원유가 부두 돌핀 상단 약 1m 정도까

지 분수처럼 치솟으면서 좌현 2번 탱크에 들어있던 원유 중 1,402㎘가 해상에 유출되어 여수해만

으로 확산되면서 북쪽으로는 광양항내 묘도 앞 해상까지 남쪽으로는 여수반도 해안을 따라 여수 

신항～돌산도를 지나 방죽포까지 유막이 형성될 정도로 넒은 해역을 오염시켰다.

유출사고 시점이 밀물에서 썰물로 변경되는 정조시간대에 발생함으로써 초기 유출유는 대부분 

사고 즉시 설치한 오일펜스 내에 가두어 놓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류가 빨라져 오일펜

스 아래로 많은 양의 기름이 빠져나가 여수시 오동도 쪽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

동한 오염군은 사고 다음날인 11월 18일 여천군 돌산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기름은 돌산도 동

쪽해안을 따라 부유하고, 일부 기름은 남해도 서쪽해안에 유입되었으며, 해상 유출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산읍 진두마을을 비롯한 9개 마을과 남해군의 9개 마을에 소량씩 부착되었고, 11

월 19일에는 돌산도에서 8마일 떨어진 남해도 하단에 있는 대도(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5마일)까

지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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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에서는 지난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방제작업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많아 방제작업 준비

가 잘 되어 있었고, 작업 팀웍이 잘 이루어져 방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타 지역에서 동

원된 방제선 및 유회수기도 도착되는 즉시 방제선단에 편성되어 방제작업에 임하였다. 11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트롤스키머 선단의 사고해역 투입을 시작으로 목포·통영·제주·태안 해양

결찰서에서 지원된 경비함정 및 방제정 13척과 유회수기 5대가 사고해역에 추가 투입되었고, 관계

기관 및 호유해운 측에서도 인원 184명과 방제선박 31척, 오일펜스 1,760m를 동원하여 해상유

출유 회수작업 및 가막만 등 민감해역에 기름유입 방지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일시에 

동원된 50여척의 방제선단을 오염지역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부장

이 헬기에 편승, 여수 오동도와 신항 사이의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유출유 이동상황을 확인하여 

방제작업 중인 선단의 위치를 조성 지시·통제함으로서 방제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유처리제 살포장치가 장착된 해양경찰소속 헬기를 이용하여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항

공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19일에는 인천해양경찰서 기동방제단을 비롯한 동해·군산·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에서도 

지원세력이 추가로 도착됨으로써 해양경찰에서 동원된 방제세력은 함정 35척, 방제정 8척 및 유

회수기 18대로 늘어남에 따라 방제선단을 재편성하여 사고해역에 투입, 유출유 회수 및 분산작업

에 박차를 가하여 11월 22일까지 해상방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남해군, 여천시, 여수시, 여천군 

등 해안가로 밀린 많은 양의 유출유는 방제업체에서 해양경찰로부터 지원된 디스크스키머 및 스

크류스키머를 사용하여 기계적 회수작업과, 어선에서 흡착재를 이용 흡착 수거하는 방법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해안자갈, 암벽, 모래사장에 부착된 기름은 주민과 군인을 동원, 갯닦기 작업과 

손삽, 쪽대 등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다.

해안방제작업 중 동절기 한파로 결빙되거나 고착된 해안부착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압세척기를 동원하여 암벽 세척작업을 실시하였고, 기름이 부착된 자갈, 모래는 특별히 제작된 

가마솥에 유처리제 및 해수와 혼합하여 가열 분리한 후, 자갈, 모래를 다시 깨끗한 해수로 세척하

여 원상 복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부착유 세척방법은 작업능률면에서 수작업보다 효과

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써 각광받기도 하였다. 해안 방제작업은 남해군 9개 마을과 여천시 4개 

마을 및 여수시 6개 동, 여천군 11개 마을해안에서 1996년 3월 6일까지 103일 동안 갯닦기 작업

을 실시하여 방제완료 하였다.

2.3.3. 방제비용 및 피해배상

  이 사고로 발생된 방제조치 비용은 약 64억여원을 청구하여 대부분 지급되었으나, 여수수협과 

여천군청에서 청구한 3천6백만원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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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호남 사파이어호 방제비용 징수                                                                 (단위 : 천원)

구   분 청구액 지급액 미지급액 미지급 사유

계 6,443,125 6,187,723 255,402 -

여수해양경찰서 243,875 243,875 - -

여수수협 5,075 - 5,075 보험사 미인정

여천군청 30,955 - 30,955 ″

남해군청 1,430 1,430 - -

방제업체 6,161,790 5,942,418 219,372 -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약 82억원에 이르렀으나, 여수시, 여천시, 군 및 여수수협과 호유해

운 합동으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피해지역을 조사, 기술적으로 인정 가능한 피해에 대하

여 약 15억5천여만원의 보상액이 대부분 합의·지급되었다.

표 2-2-18. 호남 사파이어호 보상액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청구액

어업인지정

검정인

(K검정회사)

건수 지급액 비   고

총계 931 8,208,152 1,428,690 907 1,547,906

○미합의

 - 23건 청구포기

 - 1건 2백만원 지급

   (소유자파악불가)

○ 피해보상 종결

여수 수협 773 7,400,130 1,120,033 749 1,239,248

남해 수협 149 635,160 202,944 149 202,944

전남 정치망 9 172,862 105,713 9 105,714

2.4. 유일1호 사고

2.4.1. 사고개요 

  연안 유조선 유일1호(1,591GRT)는 1995년 9월 20일 23시 40분경 Bunker-C유 2,870 kl, 

Bunker-B유, 20 kl 기타 L.O 등 약 7 kl를 적재하고 울산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던 중 다

음날인 9월21일 04시 55분경 항해부주의로 남형제도 북단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 구조 예인하

던 중 북형제도 정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좌초하여 21일 16시 20분경에 침몰, 좌초 시 선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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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측 수면하 외판이 파공, 파열되는 등 크게 손상되어 화물유 2,870 kl 중 약 1,000~1,500 kl가 

유출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부는 수거, 방제했으나 가덕도, 거제도 동남부 해안 일원을 크게 오

염시켰다. 잔유량은 약 1,500 ~1,800 kl로 추정되었다.

유일1호는 유일해운(주) 소속으로 침몰 후 수심 약 78m 해저 갯벌에 선수 방위 240° 방향으로, 

좌현 측으로 84° 내외 전도된 채 선체 최하단부가 약 4m 정도 묻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제비용 122억원 중 78억원, 어업인등 피해보상은 청구액 654억 중 32억원을 국제기금이 지급

하였다.

2.4.2. 방제작업

가. 잔유제거작업 과정

  침몰된 유조선으로부터 계속 기름이 유출되고 있어 잔유제거 작업이 필요하였다. 잔유제거작업

은 현실적으로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에서 유류를 회수 또는 제거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제활동을 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방제작업과도 그 성격이 다르고 침몰선 또는 조난선을 

구조하거나 인양하는 구난작업과도 구별된다. 잔유제거작업은 수심 70 m이상의 깊은 바다 속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잔존유를 제거, 회수하는 고난도의 수중작업으로 당시 국내에서는 

유사한 작업을 한 실적이 없고, 전문 업체는 물론 전문 인력과 장비도 없는 실정이며, 해외에도 심

해작업은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더욱이 이 작업은 대양에 접한 연안의 심해 수

중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와 해상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

구 3년 시한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작업기간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었다.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전액을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

받아 당초 목적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물론 국제기금 측과 작업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일일이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었다.

(1) 기본원칙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작업추진계획을 잠정 수립하였

다. 첫째, 국제기금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사용, 작업을 수행하되 국제

기금의 보상요건에 충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보상 받는다. 둘째, 관계기관 또는 연구단체, 해사전

문가 등으로 전문가 대책회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그 자문을 받아가며 차질 없는 작업을 수

행한다. 셋째, 용역작업 시 가급적 성공불조건원칙(No Case No Pay)을 적용하고 오염사고를 대

비하여 오염피해보험 부보조건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은 여하한 경우에도 하계 

내에 종결한다.

(2) 추진단 구성 및 추진계획

  초기에 특별작업팀을 구성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후에 과외로 

잔유제거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을 정하고 연일 자체 대책회의를 거듭하며 과업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함을 파악하고 작업팀을 크게 보강, 작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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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단으로 격상하고 방제조합의 위탁사업단장을 추진단장으로 지명, 잔유제거작업을 전담케 

하고 이에 관계기관 대책회의 또는 추진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확정, 그 자문을 구하게 하였다.

추진단은 위의 기본원칙 하에 단계별 작업추진계획을 잠정 수립하였다. 먼저 제 1단계로 98년 1

월 ~ 98년 2월 28일까지를 사전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①국제기금 측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잔유제거 작업에 대한 해외 전문 업체현황을 파악하며 제반기초 자료와 기술적인 정보

를 확보하고, ②관계기관 대책회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기술 분야와 재무회계, 법률분야 및 

보급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방제대책을 강구하며, ③계절별 기상현황과 해역특성, 침몰선의 상

태, 유류의 성상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 등을 최

종 확정한다.

다음 2단계로 98년 3월 1일 ~ 98년 5월 31일까지 제1단계에서 수집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주작업 수행업체와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장비와 

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며 소요경비와 방제계획 등을 확정한다.

그리고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98년 6월 1일경 잔유제거 작업에 착수하여 98년 7월 31일경까지 

작업을 완료, 회수잔유를 최종 처리함과 동시에 모든 비용을 정산, 국제기금에 청구함으로써 모

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3) 잔유제거 수행업체 선정

  초기에는 경험과 기술축적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주요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기기조작

을 위한 전문 인력만을 용역형태로 제공받아 직영체제로 작업을 수행하려고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위험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경비절감에

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수행 작업자체는 해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전담시

키고 소요물품과 인력공급 등 내수부분에 대하여는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 활용하는 것으로 최

종 확정하였다.

(4) 유일1호 수중작업

  1998년 6월 29일 해상작업 기지선이 모항인 감천항을 출항하고부터 시작된 작업은 8월28일 사

실상 작업이 완료되고 8월 30일 기지선의 철수 시까지 총 69일이 소요되었다. 황천대피로 인해 수

차례 피항해야 했으며, 작업 중 주계류 설비인 Winch를 교체해야했고, 가벼운 유출사고도 있었

지만 조그만 인명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잔유제거작업은 방제조합의 주관 하에 구난 전문 업체로 수중작업을 총괄 지휘한 네델란드의 

주 수행업체 Smit Tak이 ROV를 운용하고 노르웨이의 FRAMO에서 ROLS를 이용하여 Pump-

ing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Smit Tak의 지휘 감독하에 ROV의 운용을 담당한 싱가폴의 RACAL,  

KOEL을 비롯한 국내 5개 협력업체, 그리고 국제기금 관계자와 독립검정인 자격으로 참가한 TMC

를 포함하여 모두 8개 전문 업체, 2개 국제기관과 조합추진단 등 총 16개국인 참여, 70여일동안 해

상작업인원만 하더라도 연인원 5,00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작업기지선을 포함 예선, 방제선, 

보급선 등 1일 평균 7-8척, 연동원 선박 500여척이 동원된 대규모 사업이었다(표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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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1호의 잔유회수량은 해수혼입 전체 Pumping 수량이 총 2,368 K/L이고 이중 순기름 회수량

은 약 665 K/L였다. 탱크별 회수량 및 작업경과에 관한 사항은 표 2-2-20에 요약되어있다.  

표 2-2-19. 유일1호 잔유제거작업 핵심참여인원

구분 KMPRC
SMIT

/FRAMO

KOEL

(대우공영)
Surveyor 기계연 계

해상기지 4 16 11 2 3 36

basecamp 2 - 1 - - 3

계 6 16 12 2 3 39

표 2-2-20. 유일1호 잔유제거 작업내역                            (단위: ㎘)

구분 예상량 회수량

천공일

비 고
Inlet Extraction

No. 1

No. 1

P 미상 NIL - - 종결 8.29(정밀선체조사)

S 305 52.0 8.5 8.6 종결(50톤) 8.6~8.10

No. 2

No. 2

P 미상 159.2 8.11 8.17 종결(152톤) 8.17~8.21

S 400 280.0 7.20 7.28 종결(266톤) 7.28~8.1

No. 3

No. 3

P 미상 NIL 8.11 8.16 종결 8.16

S 380 NIL 7.17 7.27 종결 7.27

No. 4

No. 4

P 미상 NIL - 8.13 종결 8.13

S 350 173.6 - 7.11, 8.22 종결(166톤) 7.11~7.13, 8.22

F.O

F.O

미상 NIL - 종결 8.26(정밀선체조사)

미상 NIL - 종결 8.24(정밀선체조사)

SLOP 미상 NIL - 종결 8.26(정밀선체조사)

계 1,435 664.8

2.4.3. 주요협상 내용 및 쟁점사항

  침몰선박 유일1호와 제3오성호내 잔유제거 작업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국제기구 및 

외국 구난업체를 상대로 한 협상이었다. 사업의 초기에 예산의 확보 및 차후 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이 지루한 협상의 연속이었다. 투입된 사업비 총 130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146 •

억원을 국제기금에서 부담하였으며, 국제기금으로부터 그 지급이 보류되고 있던 사고시의 방제비

용과 어업인등에 피해보상 잔여분까지 보상받게 된 것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benchmarking할 수 있는 사례이다.

 유류오염 어업피해 배상·보상사례 비교

3.1. 어업피해 배상·보상 현황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는 오염이 일어난 해당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어업의 발달정도와 오염방

제를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국제기금의 보고서들을 정리해보면 해안자

연경관이 빼어난 곳은 분포한 자원이 많을 뿐 아니라 어업 또한 활발하여 이러한 곳이 오염되면 수

산피해도 커져 피해보상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Sea Empress호 사건, Braer호 사건, 스페인 Aegean Sea호 및 Prestige호 사건, 우리나

라의 씨프린스호, 제5금동호, 그리고 유일1호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업피해가 상대적

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해배상을 위한 피해청구 과정과 선박소유자, P&I Club, 국제

기금간의 배상액을 둘러싼 피해청구자간에는 항상 청구액 대비 배상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상액 차이를 현실성 있게 낮추어가기 위한 피해 당사국과 국제기금과의 사이에서

는 항상 법리적인 대응이 주가 되어 왔으며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으로 지루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보상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배상액을 둘러싼 Haven호 사고에서 이탈리아 정부와 국제기금과의 지리한 법정공방은 주로 현

화식물의 파괴에 따른 환경회복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청구건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계량화할 

수 없는 손해청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금프랑의 SDR 변환에서의 이윤문제 등이 이때 

정리되었다. 또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국제기금의 집행위원

회 및 총회에서 인준 등 1993년에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정부와 국제기금

간 장기간에 걸친 쟁점에 관한 소송은 시효만료(Time-bar)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재청약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였으며 법원 밖에서 국제기금과의 정치적 해결책을 찾은 총체적 해결과 총체적 

정산으로 피해보상청구에 일괄타결을 도입하는 장치 등 중요한 결정들로 피해보상체계에 큰 진전

을 이루었다.

Sea Empress호 사고의 경우 영국 남서부 Milford Haven항 입항 중 좌초에 의해 유류오염 사고

가 일어난 경우로 해안국립공원지대에 미치는 영향 중 수산자원 및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

었다. 유류오염 영향지역 내에서는 어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환경회복정도에 따라 제한조치 및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정상을 되찾은 사례로 볼 수 있다.

Braer호 사고는 방제작업은 크지 않았으나 기상악화에 따른 기름 비말에 의해 인근 초지의 오염

은 물론 연어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고였다. 이때의 주된 쟁점은 연어양식과 연계된 제3자

의 피해가 대량 청구되어 유류오염과의 근인관계의 수용여부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양식

산업 등 유류오염이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만회하기 위한 홍보활동 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수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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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준이 세워지는 등 이후 프랑스의 Erika호 사고와 스페인 Aegean Sea호의 사고에서도 위의 

원칙들을 준용하여 피해보상의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국제기금이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스페인, 덴마크 등 해양강국의 영향아

래 유지되고 있고 해양조건과 연안의 환경조건이 잘 이용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에는 각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오염방제는 물론 피해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현

상이 피해보상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2. 우리나라의 어업 피해배상·보상 현황

  국제기금과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유류오염사고는 제5금동호사건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제5금동호 사고개요에서 보았듯이 보상 문제를 국제기준에 의해 처리

한 경험이 없었던 탓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보상청구체계가 조직적이지 않을 뿐더러 미비했던 점

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은 철저한 증거위주로 보상되어 왔는데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보상율은 청구액 대비 28.8% 이었고 유일1호의 경우에 21.6%인 것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10% 이하에서 보상되었고 경남 통영 등가도에서 침몰되었던 제3오성호의 보상

율은 청구액 대비 6.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일본은 국제기금으로부터 청구액 대비 64%의 피해

보상을 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기금을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청구는 합리적 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어업인들

은 간척, 매립, 공단조성이나 산업기지 조성 시 선심성 피해보상을 경험삼아 부풀리기 청구를 하

는 등 아직도 이러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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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주요 유류오염 및 어업피해 보상(1993 - 2003)

일자 지역 선박명 유출량(㎘)

어업피해

청 구 액

(백만원)

어업피해

보 상 액

(백만원)

어업피해

보 상 율

(%)

‘93.9.27 광 양 만
제5금동호

(유조부선, 532톤)
벙커C 1,228 93,132 8,718 9.4

‘95.7.23
여 천 군

소 리 도

씨 프린스호

(유조선, 144567톤)

원유 4,155

벙커C 879
68,812 19,836 28.8

‘95.8.3
통    영

매 용 도

여명호

(유조선, 138톤)
벙커C 36 20,247 600 2.9

‘95.9.21
부    산

남형제도

유일1호

(유조선, 1,591톤)
벙커C 2,392 36,889 7,960 21.6

‘95.11.21
여    수

호유부두

호남사파이어

(유조선, 142,448톤)
원유 1,402 49,923 1,112 2.2

‘97.4.3
통    영

등 가 도

제3오성호

(유조선, 786톤)
벙커C 1,699

1,125

(일본:282백만￥)

69

(일본:182백만￥)

6.1

(64)

‘03.4.22 거    제
부양호

(유조선, 187톤)
벙커C 8.6 3,611 319 8.8

‘03.5.13
부    산

영 도 구

하나호

(유조선, 196톤)
벙커C 21 1,589 91 5.7

‘03.9.12
부    산

중앙부두

덕양호

(유조선, 147톤)
벙커C 360 696 46 6.6

‘03.9.12
남 해 군

유포마을

경원호

(유조부선, 144톤)
벙커C 90.5 2,800 310 11.1

‘03.12.23
여    수

낙포부두

정양호

(유조선, 4,061톤)
벙커C 623.3 1,064 76 7.1

※ 여명호 : Sea Prince호 방제작업 중 다시 오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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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입증을 위한 제도개선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청구자가 유류오염과 피해 사이에 

합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

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정도의 이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오염과 피해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①피해자의 영업장소와 오

염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 ②피해자가 영향을 받은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③피해자가 

대체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사업 기회를 갖는 정도, ④손실을 경감할 수 있었던 정도, ⑤손실의 예

견 가능성, ⑥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힌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 등 모든 상황이 고려된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출유 혹은 유출유의 영향이 해당 지역에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출유가 수표면으로 확산되어 이동하였다면 입증을 하

는 것이 쉽겠지만, 유류가 분산되었거나 용존성분이어서 해수표면이 아닌 저층으로 확산되었다

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출유의 영향이 당해 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쉽게 증

발하는 경유가 유출되었을 경우, 수중 용해도가 높고 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장에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쉽게 증발하므로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피해를 유발했는

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유류오염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생산물이 유

출유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생산물의 오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방법에는 

육안검사, 관능검사, 화학분석 등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관능시험을 통해 유취(tainting)를 

검사해 왔기 때문에 개인차나 주관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었다. 유출유에 의한 오염이 육안이나 

관능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생산물이 유출유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

게 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생산물이 아치사 농도로 유출유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도 생물피해는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손실이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험을 통한 증명이 필

요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출

유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량 화학분석

을 통해서 생산물의 체내에 잔존하는 오염물질의 성분이 유출유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오

염에 노출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상품질의 저하, 기준치 이상의 농도에서의 어업제한, 치

어의 잔존율 변화 등의 측정 등이 필수적이다.

생산물의 직접적인 오염 여부 이외에도 생산물이 오염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면 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오염으로부터의 회복 가능성 혹은 오염의 지속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회복 가능성에 대

한 판단은 육안 혹은 관능검사에 의할 수도 있으며 체내의 유출유의 농도를 분석함으로써도 가

능하다. 

특히 유처리제를 사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의 확산에 의한 피해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 유처리제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유출로 인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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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분산된 유류가 수중에서 생산

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분산된 유류를 흡입

한 생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손해입증 자료 확보

  피해자의 손해입증을 위해서는 피해당시를 기준, 지난 3년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면 피해사정

을 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인의 경우 자료의 축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입

증 자료를 어업인 자신, 국가의 국·공립 연구기관, 피해감정회사의 현장조사 및 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유류오염이 일어난 지역에서 공통되는 문제점이므

로 피해사정에 관련되는 분야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리를 세워 피해입증을 할 수밖에 없다.

1.1. 가시적 증빙 자료의 수집

1.1.1. 사진, 비디오테이프

  유출된 유류가 당해 지역에 접근 또는 유입되었다는 가시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두어야 한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에는 당해 지역임을 지리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촬영 날짜 등 관련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1.2. 지도

  유출유가 당해 지역에 접근 또는 유입된 경로를 지도나 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여러 차례

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되어 왔다면 시간 경과별로 유출유의 유입 또는 이동 경로를 상세히 지도

나 해도상에 나타내야 한다. 유출유 확산의 경과도면을 작성할 때는 항공 촬영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혹은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를 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유출유 

확산을 추정하는 컴퓨터 모델의 결과나 현장에서 실지로 관측되거나 보고된 경과 자료를 동시에 

첨부할 수도 있다.

1.1.3. 항공촬영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확산 과

정을 감시하게 되므로 대부분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보도진이나 담당 공무원이 탑승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피해지역의 확산 경과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촬영

이 가능하다. 날씨가 양호할 경우 감시 항공기는 하루에도 2회 이상 현장을 비행하므로 방제 관련 

기관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면 용이하게 촬영할 수 있다.

1.1.4. 원격탐사

  원격탐사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유류의 확산을 추적할 수도 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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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경우 인공위성의 원격탐사 자료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영상처리를 하면 확산 경과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적외선 탐사장비나 레이저 형광을 이용한 레이다를 항공기에 탑

재하여 오염해역에 대해 정밀한 유출 확산 경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1.1.5. 수중촬영

  유류가 수표면을 통해 이동하는 가시적인 증거자료는 모두 표층에 부유하는 유류에 한정되어 있

다. 점도가 높은 유류는 풍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침강하여 확산되므로 표층에서의 촬영

이나 원격탐사로는 확산 경과를 파악할 수 없다. 점도가 높은 기름들은 수분함유 유류 에멀젼을 

형성하면서 수중이나 해저에 덩어리나 매트를 형성하므로 수중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당해지역에 

존재하는 오염상태를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확산범위의 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증빙자료 수집 

1.2.1 주변해역의 환경자료 수집

  사고와 오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변해역의 기본적인 환경자료가 

필요하다. 수집하여야 할 기본 자료는 바람, 기온, 조류, 해류, 수심, 염분약층(pycnocline)의 존

재 및 위치, 해수 밀도, 부유물질 농도, 부유물질의 퇴적속도, 저서환경의 특성 등이다. 

1.2.2. 유출물질의 확인방법 
  생산물의 피해가 유출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출유를 확인해야 

한다. 유출유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형광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지문법, 적외선 분광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중금속 분석(예, V/Ni 비), 유류 바이오마커(예, 

호페인, 스테란), 황화합물(예, 디벤죠치오펜) 등을 분석하여 보조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출

유 시료는 직접 채취하거나 사고 원인자에게 의뢰하여 수집할 수도 있으며 해양경찰청, 방재조합 

등을 통해 수집할 수도 있다. 유출유는 해상에서 풍화과정을 거치면 증발, 광산화, 분해 등으로 

변질되므로 풍화되기 이전의 신선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풍화되지 않은 시료

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 초기에 유출유를 수거하여 세척한 유리병에 넣어 냉장 보

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1.2.3. 유출물질에 관한 특성자료 수집

  해상으로 수송되는 유류는 원유를 포함하여 대략 300여종 이상이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천

여 종에 달한다. 또한 해상으로 수송되는 유류 이외의 유해물질들은 약 4천여 종에 이른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관한 성상과 특성에 관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

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위해성, 방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물질에 대한 평균적인 자료일 뿐이므로 해당 사

고에서 유출된 유류의 정확한 특성 자료는 직접 수거하여 분석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유출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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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인 자료 중 배상청구에 특히 중요한 자료는 유출량, 유출물질의 밀도, 용해도, 각 분

자량별 성분 내역, 증기압, 점도, 수중 및 퇴적물에서의 분해 가능성 및 정도 등이다.

1.2.4. 오염시료의 분석 

가. 해수

  오염지역에서 채취한 해수를 PAHs 유지문 감식법의 해수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용매를 이용

하여 추출하고 GC(Gas Chromatography), GC-MSD(Gas Chromatography-Mass Spec-

trometer), 형광분석기 등으로 분석한다. 경우에 따라서 형광분석기를 통하여 해수를 연속적으

로 채집 분석하여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할 수도 있다.

  

나. 퇴적물

  PAHs 유지문 감식법의 퇴적물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GC, GC-MSD

로 분석한다.

다. 해양생물

  PAHs 유지문 감식법의 해양생물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GC, GC-

MSD로 분석한다. 유출유의 확산을 증명하기 위해 해양생물을 분석할 경우에는 홍합, 굴 등의 이

매패류(bivalve)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매패류는 해수를 계속 여과하므로 수중의 유출

유를 흡수하며 유류를 분해하는 효소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출유가 체내에 농축된다. 따

라서 생물체를 분석할 경우 해수 중에서 보다 수십 내지 수백배 이상 높은 농도가 검출되므로 해

수중에서 검출되지 않는 낮은 농도의 유출유 성분이라 할지라도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

류의 경우 쓸개즙을 분석하여 기름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1.2.5. 시료분석의 정확도 및 정밀도 입증을 위한 보완자료 확보

  오염된 시료를 분석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석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상 청구 시 유리

하다. 즉 미국의 ASTM 분석법, 북유럽 국가의 Nordtest, 유럽의 Eurocrude, 등 선진 외국에서 

국가적으로 공인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료의 분석 자료는 보험사 등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실험실내에서 분석 

자료의 정도관리(QA/QC)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측면이 미약하므로 공

격을 받을 소지가 크다.

분석 자료의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①표준시료(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 혹은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사용하는 방법, ②국제적인 상호 검정 프로그램(Inter-

national Intercalibration Program)에 참여하는 방법, ③개인 혹은 연구기관이 국제적으로 분

석 능력을 공인받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분석 자료에는 반드시 자료의 정도관리를 수행

한 증거와 빈도 등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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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시료를 사용하는 방법

  표준시료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와 동일한 매질(Matrix)이며 분석대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알

고 있는 표준물질을 말하는데 자료의 정도관리를 위해 실제 시료를 분석할 때 항상 시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분석하여 분석치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선진각국의 정부기관이나 연구

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표준 시료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해양과 관련된 표준시료는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

ogy), 캐나다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MEL(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유럽의 BCR(Community Bureau of Reference) 등에서 판매

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NIES)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

하고 있다.

나. 국제적인 상호 검정 프로그램(International Intercalibration Program)에 참여하는 방법

각   연구기관의 자료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기관에서는 상호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검증 프로그램은 다수의 실험실이나 기관에게 동일한 시험 시료

를 배포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분석자에게 자신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알려주는 방

식이다. 현재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MEL에서는 무료로 매년 국제 상호검정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QUASIMEME, 미국의 NIST에서 참가비를 받고 매년 다양한 종류의 오

염물질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 상호검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 개인 혹은 연구기관이 국제적으로 분석 능력을 공인받는 방법

  개인 또는 연구기관은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등의 인증기관으

로부터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될 수 있는 항목은 탄화수소 분석 등 다

수가 있으며 인증 기간은 시효가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O의 인

증을 받을 경우 분석능력에 대한 확고한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1.3. 현장 피해조사의 범위와 내용

보상 청구 시 생산물이 유출유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출유가 해당

지역에 접근 또는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물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류의 경우 표층에 부유하기 때문에 수중 용해 성분이 없을 경우 수면 아

래의 생물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유류를 흡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마을어업의 피해 산정

에 있어서 보상청구 시 오염 여부의 입증자료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산물이 유출유에 오염이 되었으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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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육안검사 

  생산물이 유출유에 직접 접촉하여 폐사 혹은 망실되었을 경우 이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

여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원인에 의해 폐사한 후 유출유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출유

와 접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생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

1.3.2. 관능검사

  유류유출사고 후 그로 인한 오염으로 생산물이 폐사하지 않았더라도 기름 냄새 등으로 상품가

치를 상실할 수 있다. 맛이나 냄새를 통한 관능검사는 주관적이며 개인차가 있다는 문제점에도 불

구하고 수산물의 유취(tainting)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현재까지 유취

(tainting)를 유발하는 물질은 동정되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선진국에서

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관능검사는 생산물을 직접 냄새를 맡거나 시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관능검사 시 개인차나 주

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사정인과 검사관, 피해 당사자가 동일한 장소에 모여 

유출유에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는 각종 생산물들을 검사해야 한다.

1.3.3. 화학분석

  유출유로 인해 생산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육안 또는 관능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

려울 경우 생산물의 체내에 존재하는 원인물질을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학 분석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올 사용하는 것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생물 시료를 현장에서 수거하여 미리 세척한 용기에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긴 후 PAHs 유지문 감식법의 해양생물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GC, 

GC-MSD로 분석한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물질을 농축하는 부위가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해부를 하여 특정 기관만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가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분석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표준시료(SRM)를 이용한 자료의 

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상호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분석

을 실시하는 실험실의 능력을 공인하기 위하여 인증을 해주기도 한다.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증명

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완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보상청구 시 반드시 필요하다.

1.4. 국가 해양환경 측정망을 이용한 자료 확보

  유류오염이 일어나면 초기에는 해수나 저질에 고농도로 유류성분이 분포하지만 제5금동호 사건

과 같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수질로 돌아간다. 이때 피해입증을 위해서는 사고 전과 사

고 후의 유류성분의 농도분포와 함께 피해여부를 가리는 과학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전 연안 60개 정점에서 유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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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년 2회, 2월과 8월에 조사하고 있고 연근해 및 환경관리해역은 2월, 5월, 8월, 11월 년 4회 측

정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공정시험법(해양수산부, 1998)에 따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유류오염이 없는 정상적인 수질에서 부산항 등 선박활동이 활발한 항에서는 2.0 ppb 정도로 최

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해안 항구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다(수산과학원). 이러한 자료는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비교자료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유류오염 피해를 입증하는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해수 수질에 대해서만 유류성분을 조사하였지만 앞으로는 연안생물과 저질의 유류

성분 조사도 필수적이다. 제5금동호 사고 시에 피조개 양식장이나 새조개 양식장등 유류의 저질

오염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양식생물 및 저질의 유류성분에 대한 기본자료 및 유류오염 당시의 자료부족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피해,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국제기금은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은 청구자가 금전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경제적 손

실을 입은 경우 및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하

고 있다. 1992년 국제기금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환경손해에 대하여 보상한 사례는 없다.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 문제는 환경손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범위, 기준 등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입증방법 등이 어려우므로 협약국 사이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

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유류오염 사고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뿐인 해양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 국제기금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파괴됨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물론 추상적인 이론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가 배상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종래 국제기

금이 인정하는 환경복구비용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일반에 대한 조사비용 및 대체지역의 조성비

용까지 환경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몇몇 협약

국들은 복구비용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가 추상적이고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므

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취하였다. 특히 국제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많은 반면 환

경손해에 대한 피해입증기술이 미흡하여 환경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결국 많은 논의 끝에 일단 환경손해에 관한 기존의 협약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환경손해에 대

한 국제기금의 정책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청구편람에 포함시키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환경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느 시점에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의 요구대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에 의한 환경피해를 과학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술의 개발 및 이를 경제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평가기술의 개발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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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해지역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국제기금은 해상 유류유출 사고 후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비용을 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비용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조치가 기대하

는 결과와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고 성공할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오염된 양식장 저질에 잔류하는 기름 성분으로 인해 장기간 양식생산 활동을 하지 못

할 정도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곳에서 양식한 생물로 인해 보건 피해가 우려될 경

우 오염된 저질을 정화하여 복구하는데 필요한 조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5금동호 사고 시 남

해 바지락양식장 복원).

만약 오염된 지역의 퇴적물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타 지역에 폐기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며 효과가 기대될 경우에만 보상될 수 있다. 피해의 원상복구에 있어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세척과 같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Erika호 사고 시 바다새 구조).

따라서 어떠한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며 오염된 환경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

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도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국제기금 측과 연구를 수행할 전

문가의 선정, 과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내의 정화·복원기술의 부재로 인해 복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미미하

나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과 퇴적물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화우선순위를 

설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러브캐널 사건 이후 1980

년에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가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초기금(Superfund)의 규모가 연간 22억불

(2조 6천4백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해 각종 혁신적인 처리기술(In-

novative treatment technology)의 개발을 지원함은 물론, 현장시험과 실효성의 입증을 위해 

SITE (Superfund Innovative Technology Evaluation)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는 미생물 처리, 토양세척, 열증기 탈착, 소각, 고형화 등 토양, 퇴적물, 

슬러지를 정화처리 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난분해성이고 잔류성이 큰 고점도 유류

나 유기독성물질류의 제거에는 용매추출법이 가장 비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원유, 벙커유 등 고점도유의 유출로 인해 해안이 오염될 경우 토양세척, 소각, 고형화, 매립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오염된 토양과 퇴적물, 슬러지 등은 특정폐기물로서 매립처리 하여야 하나,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점도 유류와 유해물질속에 

포함된 잔류성 유기독성물질의 제거효율이 우수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한 정화 처리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독자적인 정화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해안 정화 복원 비용을 

국제기금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 비용은 고스란히 외국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

다. 향후 오염된 해역의 정화 복원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제

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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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염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정화·복원 책임 부여

ⅱ) 과학적인 사전·사후 조사에 기초한 정화·복원 결정 및 평가 

ⅲ)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정화 복원사업 실시  

ⅳ)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핵심 정화기술 확보

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정화장치의 개발 및 상용화

ⅵ) 오염 현장에서의 시험을 통한 효과 입증 후 정화사업 실시

ⅶ) 장기적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어민들의 현장애로 타개

ⅷ) 정화 복원 비용 청구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 마련

   

2.2. 오염지역 환경복원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정화 복원기술은 토양세척 (soil washing), 용매추출 (solvent 

extraction), 열탈착 (thermal desorption), 화학처리 (chemical treatment), 증기추출 (va-

por extraction), 물리화학적 무독화처리 (physical/chemical detoxification), 안정화/고형화 

(stabilization/solidification), 증기처리 (vapor treatment), 미생물 처리 (bioremediation), 소

각/가스화 (incineration/gasification), UV 산화 (UV oxidation), 공기 탈착 (air stripping), 

침전/여과 (precipitation/filtr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용매추출을 이용한 고점도유 제거기술은 오염된 해안에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한 기

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술은 토양, 퇴적물, 슬러지를 트리에틸아민과 같은 특수용매로 추출하

면 수분과 오염물질을 분리해 낼 수 있으며, 독성유기물질이 포함된 추출액은 물과 용매로 다시 

분리하여 용매는 계속 재사용하고 오염물질만 농축 제거 가능하다. 트리에틸아민은 18.7℃ 이하

에서는 물과 혼합되지만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과 용매가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성질을 이

용한 것이다. 이 기술의 특징은 용매를 계속 재활용하므로 토양세척 등 타 기술과는 달리 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염물질만 농축하여 제거하는데 있다. 이 기술은 

96-99% 이상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타 기술에 비해 처리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려면 연속형 처리공정과 다단계 추출방식을 채택, 오염물

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고, 장치의 가격과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설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술이 확보되면 고점도 기름이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퇴적물이나 토양 정화작업을 국내기술로 

수행할 수 있으며, 10 km의 오염해안 정화작업 시 국제기금에서 약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처리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파급효과로는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의 정화작업, 하천, 소호, 항만, 내만 

등의 준설작업 시 오염된 퇴적물의 정화작업,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유독폐수 슬러지의 정화처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제기금은 해상 유출사고 후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비용을 배상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정화·복원기술의 부재로 인해 복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전무하다. 원유, 벙커유 

등 고점도유의 유출에 인해 해안이 오염될 경우 토양세척, 소각, 고형화, 매립 등이 주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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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 부수적인 폐기물이 발생하고, 2차오염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오염된 토양과 

퇴적물, 슬러지 등은 특정폐기물로서 매립 처리하여야 하나, 톤당 처리비용이 30만원 이상이므로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국내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미군 부대내에서 스팀을 이용한 휘발성 유류 제거작업만이 진행되어 왔으며, 미생물

을 이용한 토양정화약제 등이 수입되어 시험되거나 자체 개발 중이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

란드,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법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환경복구 및 정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

으며, 2010년까지 꾸준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불법 

매립이나 유출사고 등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하여 환경복원법을 준비 중이므로 머지

않아 환경복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 환경복원 평가

  오염지역의 정화처리와 동시에 환경복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오염 피해입증 기술개발 과제의 내용으로 유지문

감식(Fingerprinting Method)등으로 잠재적 유류오염원을 밝혀 오염기여도 및 시기별 변화 양

상을 파악 평가하여야 한다. 화학적인 분석방법은 수질, 저질, 생물체내의 농도 및 생태계 내의 피

해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생물지시자(Biomarker)를 이용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어업금지 및 제한제도의 설정

3.1. 어업금지 및 제한제도의 필요성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유출사고 초기의 직접적인 생물피해와 수개월에

서부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생태계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생물피해는 기름과의 접촉

이나 독성이 큰 용해성 기름성분에 의한 치사효과, 그리고 기름 냄새 등에 의한 수산물의 상품가

치하락을 꼽을 수 있다. 유류 중에 들어있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환경에 유입되면 소

멸되지 않고 생물에 농축되는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이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도 함유되

어 있다. 이 발암물질중의 하나인 벤조[a]피렌(benzo[a]pyrene)은 비 오염 해역보다는 유류오염 

해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게 보통이다. 참고로 식품중의 벤조[a]피렌 함

량은 새우의 경우 비 오염 해역에서는 최고 0.5ppb, 오염해역에서는 최고 90ppb 정도이며, 훈제

생선은 최고 60ppb 정도이다.

유류는 비록 극미량이라도 음식물에 들어 있으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또 먹을 경우 속이 메스껍

고 거북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유류유출해역

에서는 수산물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수산물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되어 어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후 오염된 어패류의 경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유통시킬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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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민의 보건상의 위해는 물론, 유통되는 수산물 전체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오염

함량이 극히 낮아 소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국제적인 신용도에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에 따른 직접영향을 받는 해역의 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해 채취를 중지시켜 생

태계 내에서 유류오염의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어업금지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또한 피해보상과도 직접 연결시켜 피해율과 피해기간 산정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유류 오염된 해역의 자원증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2. 주요 오염사고 시 어업금지 및 제한내용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류유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환경적 생태적 피해가 크지 않지만 유류유출

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고해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어업금지 및 제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

다. 지금까지 유류오염 사고 시 유류오염에 대한 생물영향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조

사하여 어획금지 및 제한을 가한 경우는 영국의 Sea Empress호 사고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

다.

표 2-3-1. Sea Empress호 사고(96.2.15)시 어획금지 및 제한내용

구분 대상종류 기간

근 해 어 업

근 해 어 업

어    류

기타(게, 가재)

96.02.21 ~ 96.05.21 (3개월)

96.02.21 ~ 96.08.29 (6개월)

소하성 어류

(연어, 송어)
96.03..20 ~ 96.05.03 (1.5개월)

조  간  대

고  동  류

갑  각  류

해  조  류

96.02.07 ~ 97.02.06 (1년)

96.02.11 ~ 96.10.17 (8개월)

96.02.11 ~ 97.09.11 (1년6개월)

한편 영국의 Braer호 사고(93.01.05)시에도 근해어업 중 저서성 Whitefish의 경우 양식연어는 

3개월 그리고 패류의 경우는 1년 동안 어획금지 및 제한을 내린바 있다. 프랑스의 Erika호 사고

(99.12.12)시에는 근해어업인 경우 다음해 여름까지 그리고 굴 양식의 경우 2000년 5월 중순까지 

어획금지 및 제한을 내렸으며, 스페인 Aegean호 사고(92.12.03)시에는 대합, 새조개, 성게, 따개

비 등 조간대 어획제한이 1993년 8월에 정상화 되었다.

Sea Empress호를 위시하여 위에 언급한 사건의 어획금지 및 제한의 설정과 해지는 각국의 수산

물 이용도와 환경의 정화능력, 생물에 대한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분석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

나 대체적으로 근해어업 중 회유어종은 3개월, 넙치와 서대, 볼락과 같은 저서어종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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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며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고동류에서는 1년, 갑각류는 8개월, 해조류

의 채취금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류오염 사고 시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서의 수산물 채취 및 포획은 국가적인 면에서 관리 되어져야 할 것이다.

3.3. 어업금지 및 제한제도의 활용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 산정 시에는 피해조사자에 따라 피해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

고, 동일 해역이라도 유류오염이 발생한 계절에 따라 피해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이나 미역

과 같은 해조류 양식의 경우 여름철에는 휴면기로서 양식이 되고 있지 않고 주로 겨울철에 양식되

고 있어 유류오염 사고가 겨울에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어류양식의 경우는 주

년 양식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을 및 초겨울에 출하를 마친 때에 유류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

해는 여름철에 일어난 사고보다 피해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업 및 양식 순기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피해산정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유류사고 시에는 수산물의 식품안정성은 물론 피해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어업금지 및 제한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정기준

은 외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일어나는 유류오염 환경영향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금지나 제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많다. 유류오염 영향지역을 금지구역이나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수질, 저질, 생물에서 유류오염 성분의 거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동에 따라 

도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까지와는 같은 피해조사 내용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수탈이 심한 환경에서는 자원증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된다.

 어업인 소득자료 신뢰성 제고방안

4.1. 소득 자료의 문제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 타결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에 따른 수산물시장

의 완전개방으로 국내 수산물과 외국 수산물과의 경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히 

수산물 수급동향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1994년)에 따

른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족자원에 대한 관리, FAO의 책임 있는 연안국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간 어업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수산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산

물 수급문제, 수산자원관리, 그리고 국가간 어업협정 등은 향후 관련 업체 및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산정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산정책 수립에 가장 핵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는 국내 어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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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통계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통계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을 수립·

평가하고 수산경제의 주요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어업생산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업관련 학술연구 및 국제간 정보교류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의 확

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업생산통계’는 정확성 측면에서 불신을 받고 있으며, 수

산통계와 관련된 기존연구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많고,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어업생산

통계’로 나타났다. 국내외 수산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

력 있는 ‘어업생산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어업생산통계’를 수정·보완하여 어업손실

보상, 유류오염 피해산정 및 수산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어업생산통계는 어업특성상 생산거점(위치, 장소)이 수시로 변동되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어느 통계보다도 가변성이 커 오차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어

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 어민들은 가격변동이 심한 구조 때문에 수협 위판장을 통한 계

통판매 보다는 핸드폰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생산자인 어업인과 운반자인 중간상인을 통한 직거

래로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누락되는 비 계통판매가 많아져 어업생산통계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

다. 현재 수산관련 정부승인 공식통계는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어가경제통계’, ‘농어

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어업생산통계’, ‘어업경영조사’, ‘천해양식어업권조사’, ‘어선통계’ 및 

‘수산물가공품생산고조사’ 등 총 9종류가 있다. 이중 어업생산통계조사에서는 크게 일반 해

면어업생산조사, 천해 양식업생산조사, 내수면어업생산조사, 원양어업생산조사로 4종류의 조사

가 있다. 이들 4종류의 통계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계통조사와 비 계통조사, 그리고 조사방법

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어업생산량은 기본적으로 계통조사와 비계통조사를 통하여 파악된다. 계통조

사란 어업인이 1차적으로 어업생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또는 업종별 수협의 위판장과 공판장을 대

상으로 위판 또는 공판된 어업생산량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통판매를 하지 않는 어업생산

물 즉 사매매 또는 자가소비·선물 등은 직접 생산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를 비 계

통조사라고 한다. 계통조사와 비 계통조사를 실시하면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어업생산량

은 파악되는 것이다.

유류피해보상에 사용되는 정부의 통계자료는 주로 일반 해면어업생산조사와 천해양식업 생산조

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고 있다. 일반 해면어업생산조사는 주로 어선어업과 자연산 채취어

업을 대상으로 하고, 계통조사, 비계통표본조사가 있다. 비계통표본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어가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천해 양식업생산조사 또한 기본적으로 계통조사와 비 계통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계통조사는 표본조사, 김조사, 미역조사, 양식 어류조사, 양식 갑각류조사 등 표본

조사와 품종별 조사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통계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청의 공식통계와 해양수산부 자체조사에 의한 생산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조차 양식어류와 양식패류에서 생산량의 큰 차이를 나타

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통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류오염 손

해배상 사정에서 기본 자료를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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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업생산통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 등(2002)은 사례연구로서 우리나라 농업통계와 일본 해면어업생산통계의 검토를 통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산업정책에 주요한 농업생산량통계를 농림부가 직접 생산하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농림부 주도로 농업통계는 점차 개선되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여 외국에 그 기술을 전수하고 있

으나 어업생산통계는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되어 향후 어업생산통계의 질적 개선

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를 중심으로 표본어가를 선정 

집중적인 조사로 현실성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4).

둘째, 선진국 수준에 이른 농업통계의 조사방법처럼 현재 천해양식어업생산통계의 경우 김과 미

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표본조사를 주요한 양식품종별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생산

량 통계를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해면어선어업생산통계는 어종별 조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전수조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선어업의 경우 다종어획으로 고도로 발달한 기법에 의한 표본조사도 별 의

미가 없으므로 1,050개 표본조사로는 비계통생산량을 파악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수산자원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량조사와 어획노력량의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종합적

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면어업생산통계조사는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또한 양식어장 환경의 유지·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본의 「투여량」을 「배합사료」

와「생사료」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점이 일본의 해면어업생산통계조사의 특징이며 시사하는 바

가 많다고 할 수 있다.

4.2.1. 현행 어업생산통계조사의 특징

  어업생산통계조사에 대한 설문 및 현지방문조사를 통하여 비계통 표본조사와 비계통 전수조사

에 관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계통 표본 중 어로와 자연산 채취패류

의 표본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표본의 지역분포, 비계통전수조사의 경우 해상, 육상 

및 축제식 양식의 비율 및 지역적 분포 등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계통 전수조사는 

어류양식생산량조사로서 조사대상이 해면어류양식, 육상어류양식, 축제식 어류양식 순으로 많은

데, 양식품종을 살펴보면 해면어류양식은 주로 우럭과 돔종류, 육상어류양식은 넙치, 축제식 어류

양식은 숭어·농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비계통 전수조사에서 지역 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해면어류양식은 여수가 압도적

으로 많고 통영, 보령, 완도, 남해 등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넙치를 주

된 품종으로 하는 육상어류양식은 완도와 제주 등의 서남해안, 그리고 숭어·농어·대하 등의 축

제식 어류양식은 영광, 고창, 평택 등 서해안에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양식품종이 지역적으로 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조사는 완도와 해남, 미역 조사는 완도와 포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붕장어 조사는 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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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인 남해와 통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잉생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복조사는 전

복을 생산하는 모든 개인 경영체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완도가 최대 생산지이며, 

진도, 해남, 여수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복생산이 활발함을 알 수 있는 등 지역특화품종에 

따른 생산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조사로 인천 청에서는 대하와 까나리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완도에서는 대하조사를 별

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특산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파악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어업생산통계조사의 실태를 통하여 지역별 어업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완도지역은 어선

어업,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등 골고루 다양한 어업이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선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여수는 해면어류양식과 전복양식, 통영은 해면어류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

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계통 표본조사의 표본수가 매우 적다는 것과 어로, 마을어업채취, 패류양식 등을 구분

하지 않고 섞어서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특히 패류양식표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패류

생산량을 추정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2.2. 어업생산통계 조사업무 분석 및 인력 충원

  관할지역의 어업생산통계조사를 실시·집계·수정·보완하여 통계자료를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

계조사 전산입력시스템에 입력·전송하는 1차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와 수산기술관

리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업생산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은 통계직과 지도직 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직은 주로 통계업무를 총괄·전담하고, 지도직은 고유의 지도업무를 주로 수행하면

서 동시에 통계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및 수산기술관리

소의 어업생산통계업무 분장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통계직과 지도직은 상호 역할분담으로 통계조

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교적 지도직이 통계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통계직을 지원하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어업생산통계업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도직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해

양수산부는 통계업무를 지도직의 고유업무로 전환하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산기술관리소의 중

요 업무로 삼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접적인 기술지도도 필요하지만 주변 여건의 변

화로 생산 또는 판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어업인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정책의 활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2.3. 어업생산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비표본오차를 중심으로)

가. 조사원의 자질 문제와 통계업무의 효율화 개선방안

  직접 조사에 임하는 조사원의 능력과 책임감 등 조사원의 자질은 효율적인 조사 및 비표본오차

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모든 자료에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조사원의 착오 및 불성실함에

서 초래되는 오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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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활용문제점과 개선방안

  수협의 위판자료를 계통조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물 계통판매량의 입력 및 집계

를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위·공판장이 위치한 수협에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설

치·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자료를 계통조사에 활용함에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계통생산통계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

부 어업생산통계 조사전산입력시스템에 재입력하고 있어 시간 및 노력의 낭비로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의 정책적 구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위판장 또는 수협으로 인하여 일부 계통판매량이 

보고되지 않아 계통생산집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수협 자부담

과 국고보조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본소와 산하 위판장 1개소에 대하여만 설치되었을 뿐 계

통기관 전체의 약 40%가 미설치로 판명되었다. 특히 평택청, 진도, 여수, 남해 등의 지역에서 미설

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통계조사전산입력시스템을 연계

시켜 재입력 단계를 생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기술관리소가 해양

수산부의 어업생산통계전산입력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하는 계통기관의 생산량 자료를 검색하

고 수정·보완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계통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이 미설치된 위판장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잘못 구축된 시스템은 현재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조사대상자의 비협조 제고방안

  비계통생산조사(표본, 전수포함)는 조사대상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조사로 조사대상

자의 답변이 그대로 통계수치로 반영되므로 조사대상자의 답변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원이 비계

통조사에서 겪는 애로점은 조사대상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저조한 응답율이다. 어업생산통계조사

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답율과 정확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

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답변은 비표본오차를 줄이는데 중요하므로 조사대상

자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법에 의하면 지정통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는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고 협조적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

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

는 각종 수산사업 및 정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ⅰ) 표본어가의 저리융자금 지원확대

ⅱ) 자녀학비 무이자지원(대학교 등)

ⅲ) 협조적인 어가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방청단위로 장관 및 지방청장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ⅳ) 협조적인 어가에 대한 면세 유류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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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협조적인 어가에 대하여 제도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 즉 

   “어민 후계자, 수협 대출 제약” 등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음

ⅵ) 어업생산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함

ⅶ) 협조 어가에 대하여 전업어가 및 어업인후계자의 추가 가점 부여

라. 어종코드 미부여의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원에 의해 조사된 어업생산량은 부여된 어종 코드를 전산·입력하여 집계·처리하고 있는데 

어종코드의 미부여로 인하여 타 어종으로 입력되거나 또는 생산량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도 발

생하고 있다. 지역마다 생산되는 어종이 상이하여 코드 미부여 어종도 다양하게 파악되었는데 전

국에 공통되는 미부여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노래미와 물메기를 들 수 있다. 노래미에 대하여는 어

종코드가 곧 새로이 부여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메기에 대하여도 어종코드를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개불, 개조개, 우럭조개, 곰치 등은 지역적으로 중요 어종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어종코드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종코드 미부

여 문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어종 또는 어종코드가 없는 어종에 대한 어종코드 부

여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 통계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계직의 문제점으로는 ①통계 담당인력에 비해 통계업무가 과다하고, ②별정직 및 낮은 직급 그

리고 승진의 기회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신분의 불안정, 의욕상실,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추진 

및 타부서와의 업무협조에 애로가 있으며 ③응답자들이 통계직을 임시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무성의한 답변으로 조사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④통계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 전혀 없으며 ⑤출장비 및 교통비 등 통계업무추진비가 통계청과 비교하여 적어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등을 들 수 있다.

통계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①지방해양수산청 통계직, 수산직, 지도직의 직렬을 통합·운

영할 필요가 있으며 ②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및 수산기술관리소에 통계고유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계계를 신설하고, 통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지방청(과,소)통계조사

인원을 증원하고 ③통계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어업인이 통계직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하

며 ④통계전문 교육기회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⑤출장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효율적 어업생산조사를 위한 프레임 구축방안

(1) 새로운 어업조사구 구성

  현행 어업 총조사 조사구는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농·어업 총조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어업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조사구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어업관련 통계 생

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업조사구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수산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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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인 어업조사구가 부적절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통계 생산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계통 표본조사는 다수의 어종에 대한 생산량을 동시에 조사해야 하는 일종의 다목적 표본설계

(multi-purpose sampling design)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표본조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표본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우리 실정에 맞

는 표본설계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계통 표본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모

든 어종의 비계통 생산량을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어

종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도(precision)를 만족하는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표본 설계 방식을 따르는 경우 현행 표본에 비해 표본크기를 엄청나게 많이 증가

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어종들 간에 동일 지역(시군구 또는 조사구)에서 동

시에 어획되는 어종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각 그룹별로 일정 수준의 정

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표본설계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가지 방법에 의해 새로운 어

업조사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방법은 각 조사구가 10개 어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개 어가 이상을 포함하면서 최대 15개 어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각 조사구가 가능한 20개 어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5개 어가 최대 

23개 어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사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 지

역의 어가를 읍면동 및 행정리 코드순으로 나열한 후, 각 조사구는 반드시 동일한 읍면동의 어가

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구성된 조사구와 행정리가 일치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행정리를 

동시에 포함하도록 어업 조사구를 재구성하도록 한다.

(2) 표본의 문제와 개선방안

  현행 표본은 2002년에 새롭게 설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표본설계를 할 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이전설계에 비해 업무량

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 아래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의 근본적인 것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

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표본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크기의 제한, 어업조사

구 작성의 미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다음

의 사항들을 들 수 있다.

(가) 미포함(undercoverage)의 문제

  바람직한 추출틀은 모집단에 속하는 단위들을 누락, 중복 없이 다 포함하는 추출틀이다. 비계

통 어업생산통계조사 표본설계를 살펴보면 어로어업을 하는 어가의 경우 조사구내 어가수가 8가

구 미만, 양식어업을 하는 어가의 경우 조사구내 어가수가 10가구 미만인 조사구는 추출틀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 조사구내에 양식어가와 어로어가가 혼합된 경우는 양쪽의 기준으로 볼 때 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167 

2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현행 조사구 기준으로 전체 조사구중 약 30%, 어가수 기준으로는 전체 

어가의 약 10% 정도가 추출틀에서 누락되었다. 이정도면 미포함으로 인한 편향의 문제가 생길 여

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표본크기의 부족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는 전체 모집단 중 일부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는데서 표본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표본오차의 크기가 일정 정도 이내로 관리될 때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본오차는 주로 추정량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CV)로 표시된다. 어업생산 비계통 조사와 비슷한 조사로서 농림부의 농작물생산량

조사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사는 하나의 표본을 이용하여 약 25종의 농작물 생산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표본조사이다. 농림부에서는 각 작물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서 37,000개가량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농작물 생산량 조사가 25개 종류를 조사하는 데 비해 비계통 어업생산량조사는 100종이 넘는 다

양한 종류의 어종의 생산량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크기는 단지 1,050

개에 불과하다. 이 정도 표본의 크기라면 불과 몇 종류의 어종의 생산량조사에 적합한 수준이다. 

현행의 표본은 구조적으로 정확한 생산량 통계를 생산하기 어려운 표본이다. 몇 어가에서 생산한 

어종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및 전국 생산량을 추정하는 경우 추정량의 오차가 매우 커질 것이라

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표본 크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론 조사기관의 예산, 인력, 조사여건 등이 있지

만 표본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표본오차이다. 표본조사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는 

반드시 표본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통계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추정값의 표

본오차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표하는 수준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표

본의 크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차가 너무 커서 통계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통계를 국가

의 공식통계로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계통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수를 확대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표본오차의 문제

  각 어종별 전국의 비계통 생산량 추정값에 대한 표본변동계수는 표본조사에서 표본오차를 나타

내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다. 어업생산통계에서 약 100여 개에 이르는 어종 중 65개 어종

의 경우 단지 50개 미만의 표본어가에서만 생산되었으며, 더욱이 그 중 39개 어종은 10개 미만의 

어가에서만 생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표본으로는 생산량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본어가의 수가 10가구가 넘는 어종들 중에서 표본변동계수가 30%

를 상회하는 어종의 수는 23개 어종이며,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 변동계수가 10% 이내인 어종

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표본크기로 각 어종별 생산량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현행 어업생산 통계보고서(해양수산부, 2003)에 발표되는 통계표를 보면 어종별로 전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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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뿐 아니라 더욱 세분하여 시도별 생산량 통계까지 발표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표본오차

가 너무 커서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시도별 생산량 통계의 오차는 더욱 커진다. 시도

별 생산량의 변동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너무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태가 이러함에

도 불구하고 표본오차에 대한 고려 없이 어종별 비계통 생산량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

(라) 보고서 작성의 문제

  현행의 표본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통계는 매월 ‘어업생산통계’(해양수산부, 

2003)라는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지니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통계의 오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발표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서

에 통계의 품질과 관련한 척도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표본에 의한다면 지역별 어종

별 생산량 통계를 발표해서는 안 되며, 전국 생산량이라고 해도 모든 어종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현재 보고서는 매월 작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계산한 결과들은 5개월 자료를 합하여 구한 것인데도 10가구 미만에서 생산한 어종의 수가 무려 

39개에 이르렀는데 만약 1개월 자료로만 구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표본의 확대방안

  표본오차는 주로 추정량이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CV)로 표시된다. 표본의 확대

방안으로 현행 표본의 크기와 변동계수를 기초로 하여 목표 변동계수를 각각 10%와 20%로 했

을 때의 예상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표오차를 10%로 할 경우 현행의 표본규

모에 비해 대부분의 어종에서 몇 배에서 몇 십배의 표본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오

차를 20%로 하는 경우에는 정도는 덜 하지만 대체로 현재의 규모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의 표본

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어종에 대한 동일한 목표오차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종들 

중에는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생산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생산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

다. 표본크기를 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어종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몇 개의 대표적 어종을 정한 뒤 그 어종별로 바람직한 목표오차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표본크기를 정하는 법이다.

(나) 바람직한 보고서 양식

통계조사에서 바람직한 보고서 양식은 조사목적, 조사규모, 표본오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전국 통계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별 지역 통계값을 추

정하면 그 추정값의 표본오차는 전국 추정값의 오차에 비해 상당히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럴 때 생산되는 모든 통계의 표본오차를 계산하여 고려한 후 바람직한 발표양식을 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표본오차가 너무 큰 어종에 대해서는 개별 어종의 생산량 통계를 발표하는 것보다 보다 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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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서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계통 어업생산통계는 작은 수의 표

본을 통해 구해지는 반면 계통어업생산통계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어업생산통계의 표본오차는 비계통 통계에 비해 훨씬 표본오차가 작아질 것이다. 통계표에 표본

오차까지 함께 나타내면 표가 복잡해져서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 통계표에는 생산량

의 추정 값만 나타내고 표본오차는 부록에 따로 수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170 •

제 4 절 유류오염 사고 시 손해입증 지원체계 구축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 사고의 피해배상청구 사례를 보면, 방제비의 경우에는 청구액 대비 배상

률이 높으나,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청구액 대비 배상액이 적은 이

유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지로 국제기금에서

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제시하는 어업피해 청구서는 증거자료가 불충분 하거나 과다청구하고 있

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오염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보상액이 커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다청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유통은 비계통 출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어, 거래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

여 소득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0년에 판매된 수산물 중 계통판

매로 통한 것은 73% 정도로 파악하고 이것도 추정치일 뿐(표 2-4-1)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불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관행 때문에, 사고 발생시에는 객관적인 소득입증이 곤란하게 만든

다. 횟집이나 여관 등 해안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평소 소득 수준을 

낮추어 신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로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제대로 배상을 받기 어렵다.

표 2-4-1. 2000년 수산물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총생산량(A) 계통판매(B) 비계통판매(C)
비  율(%)

위판율(B/A) 비위판율(C/A)

1,873,422 1,368,397 505,025 73 27

※ 연근해 및 양식생산량 기준(원양어업 제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오염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

지만, 이 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씨프린스호 사고 후 해양오염방지법이 개

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소집되고,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비용의 청구를 위해서는 선주보험회사나 국제기금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선주나 화주는 이미 보험에 가입

해 있거나, 분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어업피해의 평가 및 계량화는 국제기금에 보상청구를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서 어장이나 양

식장별로 계량화 기법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환경피해에 대한 추정은 사전조사 자료가 부족하고 

사고 후에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름오염사고의 피해배상 주체가 되는 외국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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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청구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원만하고 빠른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협상능력과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금에서는 청구편람(Claim manual)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

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측에서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산정을 하고 있다. 평상

시에 긴밀한 국제협력 체제를 갖추어 협상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합

리적인 유류오염 피해배상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

기름오염 사고처리 및 피해배상과정에는 ‘종합예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자연과학과 사회

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있다. 한 분야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여러 요

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피해배상과정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어렵다. 향후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

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기름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직

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영국의 Sea Empress호 사고나 스페인의 Prestige호 사고, 프랑스

의 Erika호 사고와 같이 국가가 측면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피해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피해 배상률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이미 전술한 자료로도 확증되고 있다. Sea 

Empress호 사고, Erika호 사고와 Prestige호 사고의 경우는 국가에서 선지원하고 대위 청구하

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국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오염사고 초기의 피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사를 수행하고, 객관적, 과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피해산정이 가능

케 하여 피해 어업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저감하는 실천계획으로서 오염복구를 통해 어장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저감 목표

를 설정해 추진할 기술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술지원단 구성

1.1. 기술지원단 구성의 필요성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류오염 피해보상은 제5금동호, 씨 프린스호 사고와 같이 어업인들이 피해

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피해청구 등을 하였으나, 피해대책위원회의 인적구성이 피해배상 경험이 

없는 지구별 수협장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적이면서 공정성이 있는 피해대책위원

회가 되지 못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만을 일방적으로 변호, 주장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

재까지 우리나라 유류오염 피해보상율은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가해선박 측의 선주상

호보험조합(P&I Club) 및 국제기금(IOPC Fund)에서 지정한 ITOPF 전문가들이 국내 검정회사

와 함께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면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는 이들 보고서에 기

초하여 배상·보상을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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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지원단의 주요역할

  제5금동호 그리고 씨프린스호 등의 대규모 유류유출 사고 시 피해어업인 대표들이 유류오염 피

해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일본의 Nakhodka의 예처럼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였다. 이는 피해배상 과정에는 해양관련 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여러 분야

의 전문가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총괄전문가를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술지원단의 성격을 가진 외국의 예로는 사고현장 부근에 피해청구 사무소를 기금과 협의하여 

개설하고 국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구편람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ⅰ)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입증자료 및 증거 확보

ⅱ)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에 초점을 준 정책 추진 

ⅲ) 피해입증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간접 지원

ⅳ) 과학적 조사와 평가에 기반을 둔 피해의 계량화

ⅴ) 어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환경피해 저감

ⅵ) 국제기금과의 유대강화 및 국제적 신뢰도 회복

1.2.1. 자료 제공 시스템 구축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어업생산량에 대한 개인별, 어촌계별로 피해배상산정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 산정 시에는 항상 자기 소유 또는 어업생산량 및 생산액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빙성 여부가 부실하여 항상 쟁점화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수산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어획통계 및 어업생산 통계에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 및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어업생산량 및 양식생산량이 사고 전후의 변동으로 피해를 추정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마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의 심증은 있

으나 계량화 하기위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정당한 피해배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산량의 변동은 유류오염 사고영향 뿐 아니라 병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연안오염 자체나 양식장 

노후화에 따른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피해청구 시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구분하여 피해산

정을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각 해역별로 어업통계와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해역의 퇴적물, 수산해양생물 등에 대한 생산량을 해역별로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장기적으로 변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어업

통계 및 소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류오염전의 해양생태계 및 어족자원에 대한 기

초 자료(background data)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1.2.2. 피해 및 손해비용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피해당사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나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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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어업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증거확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어업손해평가를 정량화하고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크게 미흡

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 어장, 업종별로 표

준화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직접피해 조사 표본어가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어업피해, 방제비

용 등의 배상청구를 위한 비용 추정 및 정산 시스템 개발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

여 간접 피해에 대한 계량화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3.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 해양관측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국내의 오염물질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신

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항구 및 연안지역에 대한 유류오염 현황을 축적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유류오염 사고 시 과학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입증조사기법을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여 확립하여야 한다. 

선주보험회사와 국제기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입증자료를 위한 조사

기술을 확보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첨단 조사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유류오

염피해 조사지침을 최근 자료를 포함한 과학적 피해 조사를 위한 분석기술을 확보 (PAHs, 바이

오마커 등)하고 오염확산 범위를 입증하는 조사체제와 생산물 오염여부를 입증하는 조사체제를 

구축하고, 오염회복 혹은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체제를 구축하여 방제 및 정화행위의 영

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피해 산정을 위해 오염과의 인과관계 입증 조

사체제를 구축하고 오염피해 조사의 과학적 평가 및 예측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2.4. 교육 시스템 구축

  어업인들은 P&I Club과 국제기금의 배상·보상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다한 청구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사고 초기에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기름오

염사고는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해조사, 피해산정, 피해청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

하므로 어업인들 스스로 청구편람 및 증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름사고 발생시에는 주

민들이 원시적인 갯닦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방제작업의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적인 신

뢰도에도 문제가 되므로 어업인과 해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류오염 전반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을 강화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증거 확보요령을 숙지시키고, 손해 감정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인

력의 재교육 강화를 위해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원, 해양수산연수

원 등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분석 평가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강화할 필

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해양환경교육으로 의식 개혁을 하여야 한다.

1.2.5. 국제협력강화 

  유류오염 사고 시 선박소유자나 국제기금에서 파견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국내의 어업특성 및 어

업피해의 특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액 산정 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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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면 국내의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뢰도를 인정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금의 동향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여 그동안 피해보상청구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미

국 해양대기청 유해물질복원국(NOAA/ORR) 등 세계 각국의 유류오염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정화복원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1.2.6. 피해 예방 및 환경복원 시스템 구축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환경정화복원 기술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복원사업이 이루어

지더라도 외국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측하여 정화복원작

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기술이 크게 미흡하고 정화복원사업 과정이나 복원 후 평가에 필요

한 기술 역시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정화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을 입증하고, 국제기금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정화복원 방법의 선정 및 복구비용을 위한 조

사를 실시하고, 정화복원 방법이 결정되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정화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현재 수산기술개발 특정연구과제로 수행중인 잘피 등 현화식물을 통한 해양수질 개선작

업을 대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Haven호 사건에서 환경피해를 청구하여 유류오염에 의한 피

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계량화할 수 있는 복원사업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술지원단 대민지원 실행방안

2.1. 기술지원단 사례

  우리나라의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 시 유류오염 피해조사 및 손해산정에 참여하였던 검정인들은 

피해어업인 대표들로서 구성된 “유류오염 피해대책 위원회”에서 지정한 어업인측 검정인과 가

해선박 측의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ITOPF 검정인으로 양분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

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해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종 보상결과를 보면 가해자 측의 감정보고서가 최종적으로 P&I Club 과 국제기금에서 인정되

어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유류오염 손해감정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용여부의 판단은 배상주

체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또는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 Fund)인데 그들은 항

상 손해감정인의 피해조사 및 손해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하

지 않았다.

따라서 유류오염손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증명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피해형태의 

복합성과 전문분야의 다양성(해운, 수산, 환경, 생태,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을 감안하여 가장 중

요한 요소인 현장조사와 함께 자료를 정확히 해석 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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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술지원단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지원단의 조직이 대부분의 대형 유류오염 사고 시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예로는 프랑스의 Erika호의 경우 Lorient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일

본의 Nakhodka호 사고 시에는 어업인측 감정인과 가해자 측의 선박 보험회사 및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피해청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손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

해보상을 마무리 하였는데 현재까지 피해보상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2. 유류오염 피해청구 기술지원단

2.2.1. 기술지원단 구성요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류오염 사고는 대부분 1㎘이하의 소형사고가 전체 4,304건 중 

3,912건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이상의 대형 유류오염 사고는 1998년 이후 일어

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지원단의 구성은 한시적으로 100㎘이상 유출시(중대형 사고) 계절에 따

른 상황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기술지원단 인적구성

  앞서 설명한대로 유류오염 피해조사 및 손해액 산정 그리고 피해배상 청구와 함께 배상·보상 진

행과정은 가히 ‘종합예술’이라 할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

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및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배상기준 그리고 수

산, 해양 및 방제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피해조사, 손해액 사정 그리고 피해

배상·보상업무에 경험이 많고 조예가 깊은 전문가(여기서는 ‘총괄 전문가’라고 칭함)를 우선 선

임하여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류오염 피해를 심도 있게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손해 배상·보상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법률, 수산, 해양 및 방제) 전문가(여기서는 ‘분야별 전문가’라 

칭함)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연구내용을 ‘총괄 전문가’가 상

호간 그리고 총체적으로 연결시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손해 배상·보상을 도출해 내는 것

이 바람직하다.

○ 총괄 전문가

국  제기금(IOPC Fund)의 보상기준 및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의 배상규정 그리고 수산, 해

양 및 방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조사·손해사

정 및 배상·보상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자.

○ 분야별 전문가

  - 법률전문가 : 변호사 자격 소유자로서 국제기금 및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하여 유류오염손

해배상·보상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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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전문가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보조원을 둘 수 있음>

  - 해양전문가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보조원을 둘 수 있음>

  - 방제전문가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팀장으로서 중대형 유류오염 방제업무에 직접 참

여한 경험이 있는 자

표 2-4-2. 기술지원단 인적구성

인적능력
대 체 가 능

대체경력 전공연구분야

가. 해양기술사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중 1인 이상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 수질환경·해양기사 1급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자

○ 환경학

○ 환경공학

○ 해양학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

   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1) 해양분야 중 해양·수산양식

  (2) 수질관리

  (3) 산업응용분야 중 응용지질·

    지구물리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 수질환경·해양기사 1급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자

○ 해양학

○ 수산학

○ 환경학

○ 환경공학

다. 다음에 대항하는 생활환경

   분야의 기사 1급 2인 이상

  (1) 환경분야 중 수질환경

  (2) 해양분야 중 해양조사수산양식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해양학

○ 수산학

○ 환경학

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

   환경분야의 기사 1급 2인 이상

  (1) 정보처리분야 중 정보처리

  (2) 안전관리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경제학

○ 수산학

○ 지리학

2.2.3. 기술지원단 운영기간

  기술지원단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존자료 확보업무와 감정평가 기능까지를 포함

하며 P&I Club 및 국제기금과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형 유류오염 사

고의 경우 대부분의 약 2년의 기간 내에 피해배상에 대한 주요 업무가 처리되어 왔고 그 이후 합

의되지 못한 청구건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2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2.4. 기술지원단 운영경비

  대형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자나 국제기금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조사경비와 함께 운영경비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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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부터 조달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류오염 사고 후 시간상 제약 등으로 국제

기금으로부터 협조가 지연된다면 국가가 선지원하고 후에 국제기금이나 가해선박으로부터 구상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부담한 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

라의 국제기금 분담금 기여도와 국제기금과의 신뢰관계를 볼 때 기술지원단의 운영 안에 대한 계

획은 국제기금에서도 충분히 수용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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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정책 제안

 손해배상율이 저조한 이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선진국에 비해 

손해 배상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영국 Braer호 사건

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율이 72% 이었고, 스페인 Aegean호 사건에 있어서는 63%인 반면 우리나

라의 제5금동호사고 시 8%에 불과하였고 씨 프린스호 사고에 있어서는 28%로서 매우 낮은 보상

율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손해 배상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유류오염손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어업소득 자료에 대한 객관성 결여로 합리적으로 손해 증명을 하지 못한 점 그

리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보다도 더욱 철저한 증거위주로 피해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어업, 양식 및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보상은 주로 국가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와 어업인

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보상이 이루어져,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비해 현저히 낮

은 보상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건에 있어서 

피해산정 근거를 철저히 계통판매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 판매에 

대하여 임의 상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계통판매를 할 것인지 사매매로 이익을 최대로 할 것인

지는 생산 시 수산물 시장의 가격에 따라 어업 인들이 판단하여 판매할 사항으로서 언제 일어날

지도 모를 유류오염에 대비해 계통판매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인데,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검정

인들이 비 계통판매 자료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근거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손해배상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어업피해 보상은 산업기지와 연안개발, 간척 매립 시 어업의 

생존권 자체가 소멸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어업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그러한 보상에 익

숙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금과 같이 철저한 계통판매 증거위주의 보상체계에 익숙지 않

아 손실보상 경험만을 바탕으로 청구하다 보니 자연히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어업권 

손실 보상과는 다른 국제협약에 의해 보상되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피해와 체감피해

가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항상 사회적·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제기금에 영향력이 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의 어업피해의 피해보

상 역사를 살펴보면 유류오염 사고 시 이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

으로 나서 피해보상 청구사무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청구절차 등 피해보상 업무에 관

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여 수산물의 사회중요도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데

에도 높은 피해보상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오염 피해 시 방제분

야는 해양경찰이 주체가 되어 신속한 방제, 처리가 이루어진 반면 어업피해보상은 오염사고가 발

생 후 피해를 입은 지구별 수협을 중심으로 어업피해에 거의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피

해청구 업무가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청구 시 오염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유류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 등 오염초기에 피해

청구 사안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여 피해청구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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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분위기에 따른 청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한 어업인

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할 시 피해의 정도만 인지할 뿐, IOPC Fund의 보상체계를 모르거니와 

유류피해와의 연관성 그리고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생산액만을 기

준으로 앞으로의 막연한 피해기간을 추정하여 손해액을 추정하여 피해액을 수협에 보고하고, 수

협에서는 이것을 전체 합산하여 피해액으로 청구하면 이러한 청구에 대해 IOPC Fund나 선주보

험회사에서는 대부분을 근거 없는 피해 청구를 하였다고 거절하여 왔던 것이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율 제고방안

2.1. 입법론적 방안

2.1.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정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은 협약 국이 이를 별도로 국내법화하지 않더라도 그 가입에 의하

여 협약국 국민이 그에 의거하여 협약에서 정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과 협약국의 기존 법체계가 불일치할 수 있고 또한 각 협약국의 국내법 체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 두 협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는 방법

으로 이를 국내법화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동법에 따라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세부사항들도 규정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 

규정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준용 규정, 섭외사법의 규정, 인과관계의 추

정에 관한 규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1.2.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책임원칙의 일원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우리법체계는 오염원인 기름 및 선박의 종류에 따라 과실 책임에 기초한 민

법 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피해가 심한 유조선으로부터의 기름유출사고를 먼저 규율할 필

요에 따라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

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어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박

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어 해안이 오염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사고 후 기름의 종류나 선박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권리 행사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공평

하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조선 이외의 어선, 화물선 등으로부터 유출되

는 연료유에 의한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최근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 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연료유민사책임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동 협약은 기금에 의한 2차 보상제도가 없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기존의 국내법 

규정이 적용되어 정유회사나 선박소유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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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연료유 민사책임협약은 강제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선주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재정능

력 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입·출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필요와 형평성의 차원에서 연료유민사책임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용 방법으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이를 편입시키는 방법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지 이를 통해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류오염사고

에 대한 책임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2.2. 해석론적 방안

2.2.1.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수용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은 내부정책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있을 뿐이고 체약국을 강제하는 법적 구

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에 불일치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

는 실질적으로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청구에 대한 보상

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으나 보통 수년이 소요된다. 만일 우리나라

의 법원이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사건에서 국제기금의 보상 정

책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통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1971/1992 국

제기금협약 각 제7조 제5항 및 제6항), 국제기금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 기속된다. 이는 오염피해

를 입은 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제

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각 체

약국 법원은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이 그 나라의 국내법 체계와 크게 차이가 있거나 특수한 법 현

실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한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을 존중하여 판결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수용방법

  우리법의 입장과 국제기금의 정책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유형의 손해에 관하여 다른 점이 있다. 

즉 우리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에 의하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의 손해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법이 인정하는 유형의 손해를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국제기금의 관행을 수용하는 경우 어떻게 기존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법의 해석에 국제기금의 관행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러한 차이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오염

손해의 배상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염사

고의 특징,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에서는 배상이 힘드나 국제기금에 의하여 보상되는 유형의 손해

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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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도론적 방안

2.3.1.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

  국제기금은 가급적 신속하게 합의로써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국

제기금은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

으며 오염손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선임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협의에 응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피해보상 청구서를 제출

하기 전에 미리 국제기금과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되면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이 훨씬 신속하고 용이

해질 것이다. 이 경우 국제기금으로부터 전문가 비용까지 보상받을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다.  

2.3.2. 피해조사의 객관성 확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차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박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P&I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클럽에서 즉시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고를 조사하

게 하고 있다. 특히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P&I Club과 국제기금이 공동으로 피

해를 조사한다. 피해자 측도 사고 후 즉시 감정인을 선임하여 가해자 측의 감정인과 합동으로 피

해를 조사하는 것이 장래의 배상범위 및 배상액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의 감정인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감정을 하는 한편 충분한 토의를 거쳐 양측의 입장 차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3.3. 어업소득 자료의 객관성 확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가장 큰 문제는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산정한 피해액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손

해배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어장 또는 양식장 등 어업 피해에 대한 증빙자

료는 대체로 과거 생산량에 대한 자료인데, 수산업 협동조합을 통한 위탁판매 이외에 사적 매매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사적인 매매 실적을 국제기금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관련 산업에 종

사하는 경우 평소에 이러한 사적 매매를 포함한 소득에 관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 

놓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만한 자료 예컨대 양식장의 경우 치어나 종패 

구입자료, 관리비나 인건비 등에 관한 자료도 적절히 작성해 놓는다면 추후 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어업인 등이 유류오염에 의한 수산피해

에 관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다음을 대비하여 객관적인 자료

의 축적을 유도하는 한편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의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3.4.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조사체제의 구축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관행상 어업인 개개인에게 수산물 생산량에 관한 자료축적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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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조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어업관

련 통계자료가 실제 어업생산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수산자원 통계는 해양수산통계연보의 「일반 해면어업 어류별 지방

별생산액」 및 「천해양식어업 어류별 지방생산액」에 관한 자료이다. 그런데 동 자료는 광역시·

도별로 어류·갑각류·패류·연체동물·기타 수산동물·해조류로 어류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을어장 또는 생산자별 생산량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

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소에 해양생태계와 수산

자원의 실태, 수질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여부 및 그 피해 정도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다. 

수산자원의 통계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는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

도록 정부에 의해 허가된 양식장의 지리적 범위, 양식의 종류 및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별(

時系列別)로 구축하는 한편 양식의 종류 및 생산량 통계는 현재의 광역시·도별 자료를 각 양식장

별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그 범위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2.3.5.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유류오염사고 시 영세한 피해 어업인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정

부나 수협이 오염손해의 배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부나 수협 등

이 피해 어업인들에게 먼저 배상을 한 다음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사나 국제

기금을 상대로 구상을 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선박소유자의 보험자나 국제기금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체가 영세한 피해 어업인 보다는 정부나 수협이 배상청구를 하는 

편이 손해배상율 제고를 위하여 훨씬 유리할 것이다. 실제로 유일1호 사고의 경우 국제기금에서 

방제비용의 지급을 늦추자 수협이 대신 보상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가 별도로 공적인 

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을 설립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미국의 유류

오염 법에서도 일정 시기까지 배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유류오염 신탁기금

이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선박소유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나 수협 등의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액수가 거액인 것이 보통이고 정부나 수협 등이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 정부나 수협 등이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여 피해 어업인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

한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어업인들이 일단 배상을 받은 후에는 안이해져서 정부나 수협의 소송수행을 적극 조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수협의 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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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다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상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나 수협이 피해어업 인에게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국가가 사적 자치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서 정부나 수협을 대신하여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가 구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거액인 경

우가 보통이어서 보험사가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할지 미지수이고, 또한 영세한 피해 어업 인들이 

장래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유류오염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부담 할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보험사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

이 지배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의 혜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법률상담 및 국선 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

나 수협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우선 배상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다고 본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나 수협은 무조건적인 시혜적 보상이 아니라 국제기금

의 합리적 기준을 존중하여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피해어업 인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3.6. 가지급제도의 활용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류오염의 희생자들

을 돕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제기금은 청구액에 관하여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여 협상이 지연되거나 또는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보상금

을 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제기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 보상금액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1992년 국제기

금협약 제4조 제6항). 이를 위해 국제기금의 집행위원회 의장은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 청구의 최종

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실제로 1993년 발생한 Braer호 사고와 1996년 Sea Empress호 사고의 경우 영국은 피해금액

을 산정하면서 국제기금의 지급한도보다 낮게 배상을 청구하면서 75%의 가지급금을 받은 사

례가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 발생한 Prestige호 사건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청구금액의 15%인 

57,555,000유로를 가지급하되 향후 손해평가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에 대비하여 스페인 정부로

부터 은행의 보증장을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금액의 15%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

라서 피해보상의 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환경손해에 대한 국제기금의 입장이 지나치게 제한

적이므로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확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기존의 복구비용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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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적어도 유출 후의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오염된 환경의 복구가 실행될 수 없는 경

우 대체방법으로서 오염된 지역과 동등한 환경의 구성요소를 도입하는 비용, 그리고 환경손해를 

평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유형의 청구에 

대한 보상은 오염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개별 청구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전반적인 청구의 해결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책대안

  어업피해 보상분야는 해사 법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분야이면서도 항상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기가 어려운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시 물질적인 

피해는 자동차의 내구연수, 손상정도, 수선여부 등에 따라 피해액이 신속히 결정되는데 반해 인사

사고 시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신분, 학력, 수입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나 부상에 의한 의료 

치료 시와 후유증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경과에 따른 치유여부 등 보상액의 변동에 

미치는 요인이 많아 피해액의 결정이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과 같이 유류오염피해는 환경 및 재산

에 미치는 누적영향 등이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국제기금에서도 Model에 의해 피해액을 추정하고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보상의 가장 모범적인 예로 꼽히는 일본의 나호드카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업 인들의 피해청구 시 사고중심지역 수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지정하는 기술 지원단을 파견하여 어업피해 조사 및 피해산정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

를 총괄하여 운영토록 하고, 기타 소규모 사고 시에는 현행 감정회사들이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담

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준거할 때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

는 민사사건에 해당되나 사고의 규모나 그 후유증이 국가의 재난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 할 필요가 있다.

3.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제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손해에 대한 과학적인 증

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와 정도를 파악해야 한

다. 즉 유류가 확산 이동하여 해당지역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가시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진, 비디오, 테이프, 유류 유입의 경로를 표시한 해도, 그리고 가스 크

로마토그래피법 등으로 증명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양생물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염물질이 해당지역에 

접근 또는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양생물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해양생물이 오염되었다면 오염의 지속정도와 오염으로부터 회복정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해양생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될 수 있으며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수확기 이전에 오염상태로부터 회복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확적기에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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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판매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양생물에 대한 오염여부 입증과 오염의 지속정도 그리고 회복정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육안

검사, 관능검사(유취검사) 그리고 분석검사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육안검사는 해양생물이 유

류에 직접 접촉하여 폐사하였거나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이를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나 비디오

로 촬영함과 동시에 표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폐사한 후 유류에 접촉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류에 접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폐사를 입증할 수 없다. 유류유출 사고 

후, 그것으로 인한 오염으로 해양생물이 폐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름 냄새 등으로 상품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산물의 오염여부와 오염의 지속정도를 검사하기 위해 냄새나 맛을 

통해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분석검사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해양생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육안 또는 관능검사를 통해 직

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와 오염회복정도가 파악될 수 없을 경우에 해양생물의 체내에 존

재하는 원인물질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화학적 분석검사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해

양생물의 폐사와 오염여부 그리고 오염의 지속여부를 입증하는데 타 검사방법보다 월등하다. 기

름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은 서식처에 장기간 잔류할 수 있어 해양생물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섭

취하여 체내에 농축하게 되므로 분석검사를 통해 생체시료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어업제

한 및 해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마을어업이나 어선어업의 손해배상

기간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 어업소득 자료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간접 손실(Consequential loss)이나 순수한 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이 발생하여 피

해 청구를 할 때는 객관성 있는 소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 피해

액 산정을 할 때는 피해자의 소득 자료가 피해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에게 

있어 소득 자료를 객관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조합위판을 통한 계통판매 실적인데 조합위판 

시 위판가격, 위판수수료, 세무자료 노출, 운반불편 등의 이유로 하여 계통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많고 현재 수산물이 임의 상장제로서 유통 되고 있으므로 어업소득 자료를 계통판매에만 의

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들이 자유판매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징구 등을 생활화함으로써 기름오염 사고 

시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 계통판매의 경우에

는 어업인들은 관할 시, 군에 소득액을 정확히 신고하여 기름오염 사고 시 전체 소득액에 대한 손

해배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치어나 종패 구입내용, 사료비등 관리비나 양어일지 등을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정책수립을 위해서도 기초 자료의 확보를 꾸준히 지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가 우수한 편이나 비 계통판매를 보완할 

수 있는 표본어가의 선정으로 어선어업이나 마을공동어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보상자료

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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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합리적인 과다한 청구 배제

  해양 유류오염사고 조사 시 어업인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하

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보면 보상주체인 P&I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 청구한 금액을 깎기 때문이

라고 한다. 유류오염 피해배상·보상은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류오염손해를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정되어 지불되는 것인데 청구금액에 적당

한 비율을 적용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지불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씨프린스호 사건을 살펴보면, 제1종양식어업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손해가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

는 2,258,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도 한 푼도 보상되지 않은 반면 (피해보상율 0%), 7개 어촌

계의 바지락 양식의 경우에는 어업인 지정검정 인이 54,282,000원으로 사정하여 청구하였으나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 선임한 조사관들이 사정한 금액은 128,721,654원 이었고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는 128,721,654원을 피해금액으로 받아들여 어업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피

해보상율은 무려 237%에 달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청구나 입증자료 없이 보상심리에 편승한 과

다 청구는 전체 보상을 지연시키게 하고 피해보상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적 위상만 저하시킬 뿐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배제되어져야 한

다.

3.4. 신속 공정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을 위한 개선방안

  해양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선박이 가입한 P&I Club에서는 즉시 전문가를 선임하여 

피해조사를 하게하고 있으며,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에서 P&I 

Club과 공동으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피해조사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3월 18일 

71국제기금협약(71 Fund Convention)이 발효된 이래 피해자 측에서도 사고 후 즉시 검정인을 선

임하여 P&I Club 및 국제기금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여 왔다. 

1993년 9월에 발생한 제5금동호사건 때도 그러했고, 1997년 7월 발생한 씨 프린스호사건 그리고 

동년 11월에 발생한 호남사파이어 사건 때도 그러했다.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차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씨프린스호사고의 경우 어업인 지정 검정인과 P&I Club 및 국제기금 지정 조사관이 함께 

공동조사를 하였는데도 어업인 지정 검정인의 사정액과 P&I Club 및 국제기금 조사관의 피해액

산정액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양측에서 선임된 검정인 및 조

사관들이 선임한 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피해사정을 하지 않아서 야기된 문제 보다는 유류

오염손해를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주관적으로 피

해산정한 결과인 것이다.

국제기금의 피해청구편람은 71 국제기금(71 IOPC Fund)에서 71 국제기금협약(71 Fund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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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on)에 의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해오면서 각 협약 국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의

해 71 국제기금 협약(71 Fund Convention)상 보상이 되는 오염손해에 대해 보상청구 기준을 만

들었고 이 기준은 92 국제기금(92 IOPC Fund)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또한 71 국제기금(71 

IOPC Fund)이 보상하는 오염손해는 69 민사책임협약(69 Civil Liability Convention)에 의해 

배상이 되는 오염손해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넘거나 선박소유자의 자력에 의해 배상 받지 

못하는 손해 혹은 선박소유자가 면책되는 손해이므로 71 국제기금(71 IOPC Fund)에서 만든 보

상기준은 69 민사책임협약(69 Civil Liability Convention)상 배상이 되는 오염손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92 국제기금( 92 IOPC Fund)에 의해 보상이 되는 오염손해 역시 92 

민사책임협약(92 Civil Liability Convention)상 배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2 민사책임협약 및 92 국제기금협약의 두 가지 협약에 1997년 5월 16일 가입하여 

그로부터 1년 후인 1998년 5월 6일에 국내 발효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1997년 1월 13일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기금의 피해청구편람은 피

해자가 보상 청구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국제기금의 피해청구편람의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오염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

를 한다면 P&I Club 및 국제기금에서는 청구된 손해액의 지불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금

액 전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유류오염사고와 무관하게 생업에 종사해 오던 어업인들이나 기타 피해자

들이 유류오염사고에 직면하여 국제기금의 피해청구편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보상 기준을 각자가 

입은 오염손해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과학적으로 오염손해를 입증하고 합리

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류오염 피해조사 및 손

해산정 그리고 피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술지원단에 위촉하여 대응케 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금의 피해청구편람과 함께 해양생물 및 수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그 보상기준에 합당하게 유류오염손해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입증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면 청구금액 전액을 P&I Club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배상·보상 받을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손해배상율은 선진국의 손해배상율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류오염 사고 시 기술지원단이 신속히 그리고 원활히 구성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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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제 1 절 서 언

 해상 유출유의 풍화과정

  자연환경에 유출된 유류의 성상은 유류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바람은 확산에 영

향을 미치며 휘발성이 강한 성분은 증발되고 점성이 강한 성분을 남기게 된다.  바다는 무한히 넓

고, 유출유는 해상의 기상조건이나 해황에 따라 급속하게 이동,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의 방제에 

실패할 경우 방제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더욱이 사고는 야간, 악천후, 안개 등 

방제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회

수작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상에 유출된 유류는 급속하게 해수표면에 넓게 확산되고, 이와 동시에 증발, 용해, 분산, 에멀젼

화, 광산화, 생분해 등 복잡한 풍화과정을 겪게 된다(그림 3-1-1). 해상으로 수송되는 유류는 약 

300여종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류가 복잡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상으로 유출

된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또 유막의 확산속도 및 두께는 수온과 

유류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가벼운 유류는 확산이 빠른 반면 무거운 유류는 매우 느리다.  예를 

들어 176리터의 기름이 1 km2에 고르게 퍼질 경우 유막의 두께는 0.15 μm가 되며 이때 유류의 

색깔은 연한 무지개빛으로 나타난다.

원유는 유출 수시간 내 평균 유막 두께가 0.1 mm이하로 확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군데군데 

기름띠나 기름조각을 이루며 해류를 따라 표류하기도 한다. 이때 표층으로부터 1 m 수심은 기름

농도가 대략 100 ppm, 그리고 10 m 수심은 10 ppm 정도가 된다.  유막을 해상에서 물리적인 방

법으로 회수하려면 유막두께가 0.1 mm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보다 더 얇아지면 물리적 회수 방법

들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해 부득이 유처리제 등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할 수 밖에 없다. 

원유가 일단 해상에 유출되면 유류는 해상풍의 2～4%, 유속의 60% 정도의 벡터합으로 확산된

다.  유막에서는 계속 대기중으로 증발하는데 유출초기 수시간 동안이 가장 활발해서 탄소수 

3~6개의 분자량이 작은 탄화수소성분은 대부분 이때 증발된다.  유출 후 하루가 경과하면 탄소

수 13~14개의 지방족탄화수소 성분중 절반이 증발하며 3일 후에는 탄소수 17개짜리 탄화수소의 

50%까지 증발된다. 증발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은 수온, 기온, 파고 등으로써 파도가 높을 경우 증

발이 잘 되는 반면 에멀젼의 생성속도도 빨라지므로 증발속도는 상쇄된다. 유류의 해수 중 용해도

는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점도가 높은 기름들은 대부분 해상에서 풍화되

면서 70～80%의 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유류중-물 에멀젼(water-in-oil emulsion)” 또는 “

초콜렛 무스(chocolate mousse)”를 형성하게 된다. 이 유류속-물 에멀젼은 두꺼운 빈대떡같이 

넙적한데다 끈적끈적하고 부피와 점도가 크게 증가해 해안에 당도하게 되면 물리적인 수거에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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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된다. 한편 풍화되고 남은 원유찌꺼기는 타르볼을 형성한다. 유류중-물 에멀젼과 함께 타르

볼은 해상유출유 방제에서 가장 골칫거리일 뿐만 아니라 용적에 비해 표면적이 작아 기름분해 미

생물에 의한 분해속도가 매우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다.

1.1. 유류의 특성

  해상 유출유는 성상에 따라 비지속성 유류와 지속성 유류로 구분된다. 비지속성 유류는 증발 

등에 의해 해면으로부터 급속히 소멸되는 유류이고, 이와는 달리 지속성 유류는 분산속도가 늦어 

통상의 방제작업이 필요한 유류를 일컫는다. 비지속성 유류에는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유나 정제 잔유는 물리적 성질과 유출규모에 따라 지속성이 변한다. 

해상 유출유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물리적 성질은 비중, 증류 특성, 점도, 유동점 등이다.

유류의 비중은 그 밀도와 순수한 물과의 비로 표시된다. 대부분의 유류는 물보다 가벼워서 비중이 

1 이하이다. 원유나 제품유의 밀도는 통상 다음 식과 같은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협회) 비중으로 표시된다. 밀도를 알면 유류가 물에서 뜨는지 여부외에 다른 특성에 대해

서도 종합적인 정보를 준다.  예를 들면 저비중(API) 유류는 휘발 성분이 많고 유동성이 크다.

유류의 증류특성은 휘발성을 나타낸다. 유류를 가열하면 각기 다른 성분들이 차례로 각각의 비

점에 도달하여 증류된다. 증류특성은 주어진 온도 범위내에서 증류되는 모유(parent oil)의 비율

로 표시된다.

유류의 점도는 유동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고점도유는 유동성이 낮은 반면 저점도유는 유동성

이 높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떨어지므로 해수 온도와 유류가 햇볕으로부터 어느 정도 열량을 

흡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동점은 유류가 그 이하에서는 유동하지 않는 온도이다. 기온이 유동점 이하가 되면 유류는 고

체처럼 행동하게 된다.

1.2. 풍화작용

  자연환경에 유출된 유류의 성상은 유류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바람은 확산에 영

향을 미치며 휘발성이 강한 성분은 증발되고 점성이 강한 성분을 남기게 된다. 유출유가 받는 물리·

화학적 변화를 통칭하여 풍화라 한다. 그림 3-1-1은 여러 가지 풍화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풍

화작용과 이들 상호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또 시간에 따른 기름의 조성 변화 등에 대해 알게 

되면 유류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계획을 마련하고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양식장과 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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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민감 지역으로 유출유가 흘러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도착전에 소산된다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

다면 방제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때로는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해작용을 촉진

시키거나 확산 억제를 위해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방제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1.2.1. 확산

  유출 초기단계에서는 확산이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유류의 초기확산은 주로 유류의 

무게가 좌우한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유류가 대량 유출되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유출되는 것 보

다 확산이 빠르다. 이와 같은 중력 의존 확산은 곧 표면장력효과로 바뀌게 된다. 이 초기단계에는 

유류가 밀착성 유막으로 확산되며 그 속도는 유류의 점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고점도유는 

확산이 느리고 유동점 이하의 온도에서 유출되면 거의 확산되지 않는다. 몇 시간이 지나면 유막이 

흩어져 바람방향과 평행하게 좁고 긴 기름띠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확산이 주로 해면

의 난류(turbulenc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류의 유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확산속도의 변

동은 현장의 해류, 조류, 풍속 등에 의존한다. 유출 후 약 12시간이 지나면 유류는 최대 5 km2 범

위까지 분산되어 해상에서의 효과적인 유류방제에 한계가 있다. 저점도유가 소량 유출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유류확산이 일정치 않으며 유막 두께의 변동폭이 크다.

1.2.2. 증발

  증발속도와 증발정도는 주로 유류의 휘발성에 의해 결정된다. 저비점 성분의 비율이 클수록 증발

은 용이해 진다. 또한 확산면적이 클수록 경질 성분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기름의 초기확산 속도

도 증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다가 거칠거나 풍속이 빠르고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휘발성이 강한 유류는 유출 후 24-48 시간 동안 대부분이 증발하며 유류의 조성성분, 

표면적, 풍속, 수온, 태양광도, 해상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 증발의 효과 때문에 해수 추출물에

서는 n-도데칸(n-C12) 이하의 탄화수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휘발성이 강한 유류는 전체 

원유의 20~50%를 차지한다. 대략 비점 200 oC 이하의 기름 성분은 온대지역 조건에서 24시간 

이내에 증발한다. 등유나 휘발유 등의 제품유는 유출될 경우 수 시간 내에 완전히 증발하며 경질 

원유는 하루 내에 40%까지 소실된다. 반면에 중질 원유나 연료유는 거의 증발하지 않는다.  증발 

잔유물들은 밀도와 점도가 커져 풍화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몹시 휘발성이 강한 유류가 협소한 지

역에서 유출되면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인화성이 큰 유류는 해면에서 유막을 연소시킬 수도 

있다. 특히 방금 유출된 유출유의 경우 유막에 불을 붙이는 게 가능하기는 하나 유막이 얇고 해수

의 냉각효과 때문에 심지재료를 사용해도 계속해서 연소시키기는 어렵다. 부분연소 후의 잔유물

들은 보통 자연적으로 풍화된 유출유보다 오히려 처리하기가 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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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바다에서의 유출유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해과정

1.2.3. 분산

  해면에서의 파도와 난류는 유막에 작용해 여러 크기의 기름 방울들을 만들어 낸다.  작은 기름방

울은 현탁상태를 유지하나 큰 것들은 해면에 다시 부상하여 다른 기름방울들과 합쳐져 유막을 형

성하거나 또는 아주 얇은 막이 되어 확산된다. 현탁상태로 된 작은 기름방울들은 다시 수층에 분

산돼 기름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생물분해나 침강 등의 다른 작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자연분산

의 속도는 주로 유류의 성질과 해황에 좌우되나 파도에 의해 더욱 빨라진다. 유막의 두께는 유출

량 및 확산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데 얇은 유막일수록 작은 기름 방울을 형성하고 이것이 분산속도

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유동성이 있고 다른 풍화작용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확산되는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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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다가 잔잔하면 수일 내에 완전히 분산된다. 반대로 점도가 높거나 안정된 유류중-물 에멀젼

을 형성하는 유류는 수면에서 두꺼운 렌즈상을 이루어 거의 분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류는 수 주일 동안이나 이와 같은 상태를 지속한다.

1.2.4. 유화

  유류중에는 수분을 흡수해 유류중-물 에멀젼을 형성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의 부피가 3~4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 에멀젼은 보통 점성이 높아 유류를 소산시키려는 다른 

작용을 더디게 만든다. 경질과 중질의 원유가 해면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은 이런 작용 때문이

다. 해황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유출유는 급속히 에멀젼을 형성하는데 그 안정성은 아스팔트 성분

의 농도에 의존한다. 아스팔트 성분의 농도가 0.5% 이상인 기름은 “초콜렛 무스”로 되기 쉬운 

반면 그 미만의 농도가 되면 분산이 용이해진다. 에멀젼은 잔잔한 해상상태에서 햇빛을 쬐거나 또

는 해안에 표착되면 다시 기름과 물로 분리될 수도 있다. 점성유는 대체로 물의 흡수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유화속도는 주로 해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보퍼트 풍력이 3 이상일 때 저점도유 중에는 

약 2~3 시간 내에 60~80%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다. 반면에 고점도유는 동일 조건하에서 

10% 수분 흡수에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일 후에도 수분함량이 40%를 넘지 않

기도 한다. 유류가 수분을 흡수하면 보통 색깔이 갈색, 오렌지색, 황색으로 변한다. 에멀젼이 생성

되면 파도속에서의 유류의 유동은 유류중에 있는 물방울을 점점 작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에멀젼

의 점도를 더욱 크게 만든다. 반면에 흡수된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에멀젼의 밀도는 해수의 밀

도에 가깝게 된다.

1.2.5. 용해

  유출유의 해수로의 용해는 분자량이 가볍고 독성이 강한 탄화수소에 적용되며 용해되는 양은 

증발의 1/10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유류의 용해속도와 정도는 그 조성, 확산정도, 수

온, 난류, 분산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Harrison et al., 1975).  원유의 중질성분은 해수에 잘 

녹지 않는데 반해 벤젠, 톨루엔 등 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경질성분은 다소 용해된다. 그러나 이 

경질성분들은 휘발성이 매우 커서 증발속도는 용해속도에 비해 10~1000배나 더 빠르다. 탄화수

소의 해수중 용해농도가 1 ppm을 잘 넘지 않아 용해작용은 해면으로부터 유류를 제거하는데 별

로 기여하지 못한다.

1.2.6. 산화

  탄화수소 분자는 산소와 반응해 가용성 생성물로 분해되거나 산소와 결합해 지속성의 타르가 

되기도 한다. 이들 산화반응의 대부분은 햇빛에 의해 촉진되며 유막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일어나지

만 유류의 소산 효과는 다른 풍화작용에 비해 미미하다. 강한 햇빛 하에서 기름 박막은 0.1%/일 

정도의 속도로 분해가 일어난다. 두꺼운 층의 고점도유와 유류중-물 에멀젼은 산화되어도 분해보

다는 지속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고분자량의 화합물을 생성해 외부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타르볼로 해안에 표착되는 타르상태의 침착물은 퇴적물 입자와 결합해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서 부드럽고 풍화작용을 덜 받은 내부를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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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침강

  중질 잔유 중에는 비중이 1 보다 커서 담수와 기수 중에 가라앉기도 한다. 극히 드물기는 하나 

원유 중에는 밀도가 크거나 풍화 잔유물 자체가 해수 중에 가라 앉는 것도 있다. 그러나 보통 유류

는 퇴적물 입자나 유기물이 부착돼 가라 앉게 된다. 대부분의 중질 연료유와 유류중-물 에멀젼

은 물론 중질 원유들은 비중이 1에 가까워 부유물질이 조금만 부착해도 해수의 비중(약 1.025)을 

초과하게 된다. 해면에 겨우 떠있는 상태의 유류의 거동에는 온도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

다.  온도가 10 oC 이상 변하면 해수 밀도는 0.25% 밖에 변하지 않으나 기름 밀도는 0.5%나 변한

다. 따라서 낮에 겨우 떠있던 기름이 밤에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서 가

라앉지만 나중에 수온이 상승하면 다시 떠오르게 된다. 천해에는 흔히 부유물질이 많아 기름이 

침강하기에 적당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외양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생기지 않으나 이따금 동물플

랑크톤이 먹이로서 기름 입자를 섭취한 후 이것이 배설물에 섞여 바다밑에 가라앉기도 한다. 모래

해안에 표착된 유류가 퇴적물과 섞인 후 바다로 씻겨 들어가게 되면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모래

사장에 유류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면 대량의 퇴적물이 기름에 축적되어 밀도가 큰 타르 매트가 생

기게 된다. 퇴적물의 축적과 침식이 계절마다 반복됨에 따라 유류층은 묻혔다 노출되었다를 되풀

이 한다. 폐쇄성 해안은 흔히 세립질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어 이곳에 유출유가 들어오면 상당한 기

간 동안 남아 있게 된다.

1.2.8. 생물분해

  해수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균이 들어 있어 유류를 탄소원이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미생물은 비록 산업폐수나 미처리 하수 등이 유입되는 만성 오염수역에 더 많이 분

포하기는 하나 바다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다. 생물분해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수온 그

리고 산소, 영양염(주로 질소와 인 화합물) 등의 이용도이다.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는 특정 탄화수

소들을 분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단의 박테리아군은 원유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의 대부

분을 분해할 수 있으나 그 속에는 분해하기 어려운 성분도 있다. 외양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의 박

테리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건이 맞으면 급속히 번식해 영양분 및 산소가 결핍 될 때까지 번

식작용이 지속된다. 미생물은 해수 중에 번식하고 있어서 생물분해는 유류와 물의 계면에서 일어

난다. 따라서 최고 수위선보다 윗부분의 해안에 표착된 유류는 분해가 매우 느리게 되어 수 년 동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해상에서 자연 또는 화학분산에 의해 생성된 기름방울은 생물활동에 유

리하도록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분해가 촉진된다. 생물분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아 유류제

거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온한 해역에서는 1일 해수 1톤당 0.001~0.03 g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만성적인 유류오염 해역에서는 해수 1톤당 0.5~60 g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유출

유가 일단 퇴적물에 스며들게 되면 산소와 영양염 결핍으로 분해속도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1.2.9. 복합작용

  유출 초기단계에서는 확산, 증발, 분산, 유화, 용해 등의 작용이 가장 중요한 반면 산화, 침강, 생

물분해 등은 유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장기적 작용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풍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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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반응 메카니즘이 아직까지 잘 규명돼 있지 않아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유종에 근거해 만든 실

험적 모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송 빈도수가 높은 기름의 비중에 따라 4개 그

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다(표 3-1-1). 일반적으로 유류의 비중이 작을수록 지속성은 낮아

진다. 그러나 어떤 경질유들은 왁스를 함유하고 있어 중질유와 같은 행동을 한다. 왁스 함량이 약 

10% 이상인 유류는 높은 유동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온이 유동점이하가 되면 기름은 고체 또는 고

점도 액체와 같이 행동한다.

유류를 분류할 때 그 지속성을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 각 그룹의 반감기로 표시할 수 있다. 반감기

는 해면으로부터 유류가 50% 제거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반감기를 여섯 번 거친 후에 남는 유

류는 1% 정도이다.  

표 3-1-1. 비중에 의한 원유와 연료유의 분류

그룹 Ⅰ

비 중 <0.8    (◦API>45)

B 점  도 (15℃, cst) : 0.5 - 2.0

C % 끓 음 (<200℃) : 50 - 100%

D % 끓 음 (>370℃) : 0%

            B      C     D

가솔린      0.5    100    0

나프타      0.5    100    0

등  유      2.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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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그룹 Ⅱ

비  중  0.8 - 0.85 (◦API 35 - 45)

A 유동점 (℃)

B 점  도 (15℃, cst) :  4 - 고체 평균 8 cSt

C % 끓 음 (<200℃) : 10 - 48% 평균 35%

D % 끓 음 (>370℃) :  0 - 40% 평균 30%

고 유동점 > 5℃* 저 유동점

A B C D B C D

Argyll

Amna

Arjuna

Auk

Bass Straight

Beatrice

Bunyu

Cormorant

Dunlin

Escravos

Es Sider

Gippsland Mix

Lucina

Nigerian Light

Ninian

Qua Iboe

Rio Zulia

San Joachim

Santa Rosa

Sarir

Seria

Thistle

Zuetina

 9

18

27

 9

15

12

18

12

 6

10

 9

15

15

 9

 6

10

27

24

10

24

18

 9

 9

11

 s

 s

 9

 s

32

 s

13

11

 9

11

 s

 s

 s

13

 7

 s

 s

 4

 s

 s

 9

 9

29

25

37

33

40

25

29

32

29

35

31

40

30

35

29

37

34

43

34

24

37

35

35

39

30

15

35

20

35

12

38

36

15

37

20

34

27

40

 8

30

20

27

39

15

38

30

Abu Dhabi

Berri

Beryl

Brass River

Brega

Brent Spar

Ekofisk

Kirkuk

Kole Marine

Montrose

Murban

Murchison

Qatar Marine

Saharan Blend

Sirtica

Statfjord

Zakum

Gas Oil 

 7

 9

 9

 4

 9

 9

 4

11

11

 7

 9

 7

 9

 4

 7

 9

 7

 5

36

36

35

45

38

37

46

35

34

36

36

36

36

48

44

35

34

-

31

35

34

17

32

32

25

36

35

31

30

20

33

23

27

32

31

-

* 이 기름들은 유동점 이상의 대기온도에서 그룹Ⅱ처럼 행동하며, 저온에서는 

  그룹Ⅳ의 기름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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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그룹 Ⅲ

비  중 0.85 - 0.95 (◦API 1.75 -035)

A 유동점(℃)

B 점  도 (15℃, cst) : 8 - 고체 평균 275 cSt

C % 끓 음 (<200℃) : 14 - 34% 평균 25%

D % 끓 음 (>370℃) : 28 - 60% 평균 45%

고 유동점  >5℃* 저 유동점

A B C D B C D

Baker

Belayim (marine)

Cabinda

El Morgan

Mandji

Soyo

Suez Mix

Trinidad

Zaire

 7

15

21

 7

 9

15

10

14

15

1500

  s

  s

 30

 70

  s

 30

  s

  s

14

22

21

25

21

21

24

23

18

60

55

52

47

53

48

49

28

55

Arabian Light

Arabian Medium

Arabian Heavy

Buchan

Champion Export

Flotta

Forcados

Forties

Iranian Heavy

Khafji

Kuwait

Maya

Nigerian Medium

Santa Maria

Tia Juana Light

14

25

55

14

18

11

12

8

25

80

30

500

40

250

2500

30

29

25

31

15

34

18

32

29

25

29

25

14

22

24

40

45

49

39

26

26

34

36

44

49

46

49

40

54

45

Medium Fuel Oil 1500-300 - -

* 이 기름들은 유동점 이상의 대기온도에서 그룹Ⅲ처럼 행동하며, 저온에서는 그룹Ⅳ의 기름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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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그룹 Ⅳ

비  중 > 0.95    (◦API <17.5)

유동점 > 30℃

A 유동점 ℃

B 점  도 (15℃, cst) : 1500 - 고체

C % 끓 음 (<200℃) :  3 - 24% 평균 10%

D % 끓 음 (>370℃) : 33 - 92% 평균 65%

A B C D

Bachequero Heavy

Bahia

Boscan

Bu Attifil

Cinta

Cyrus

Duri

Gamba

Handil

Heavy Lake Mix

Jatibarang

Jobo/Morichal

Lagunillas

Merey

Minas

Panuco

Pilon

Quiriquire

Shengli

Taching

Tia Juana Pesado

Wafra Eocene

Heavy Fuel Oil Bunker C

-20

38

15

39

43

-12

14

23

35

-12

43

-1

-20

-23

36

2

-4

29

21

35

-1

-29

-

5,000

s

s

s

s

10,000

s

s

s

10,000

s

23,000

7,000

7,000

s

s

s

1,500

s

s

s

3,000

5,000-

30,000

10

24

4

19

10

12

5

11

23

12

14

3

9

10

17

3

2

3

9

12

3

11

-

60

45

80

47

54

66

74

54

33

64

65

76

73

66

53

76

92

88

70

49

78

63

-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199 

 유류오염에 의한 영향

  유류유출은 연안 활동이나 해양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피해는 일시적이며 주로 폐해를 주거나 위험 상태를 초래하는 등 기름의 물

리적 성질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변이성 그리고 기름

오염에 대한 민감성은 물론 기름의 화학조성에 기인하는 독성과 감염효과에 의해 더욱 커진다. 유

출에 의한 피해정도가 언제나 유출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염민감지역에 유출된 소량

의 기름이 황량한 암석해안에 유출된 대량의 유류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표 3-1-2).

2.1. 연안활동에 미치는 유류 유출의 영향

2.1.1. 여가활동

  많은 오염사고의 공통된 특징은 연안의 쾌적한 지역을 오염시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해수욕, 

보트놀이, 낚시, 잠수 등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점이다. 게다가 호텔이나 식당 경영주들과 관광

객을 상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속성 유류와 그 잔유물들은 시각

적 영향 때문에 특히 관광철 직전이나 관광철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다. 유류 유출이 연안

지역과 연안활동에 미치는 방해작용은 비교적 일시적인 것이며, 관광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방제

작업 종료 후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로 달려 있다.

2.1.2. 산업

  청정해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정상 가동되는 산업은 유류 유출에 의해 피해를 받게 마련이다. 특

히 발전소는 대량의 냉각수 사용을 위해 흔히 해안가에 건설된다. 만일 상당량의 유류가 취수구

를 통해 들어가면 냉각관이 오염되어 이를 세척하는 동안 발전량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담수화 공장도 유류 때문에 정상가동이 중지되면 소비자들에게 물공

급의 차질을 불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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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환경별 유류오염의 지속성

오염의

지속성

순위

지 역 구 분

오염

지속

시간

비       고

12 외해수 수일-수주
파도와 해류가 충분히 유류를 

분산시킴

11
인공구조물, 노출된 암석 

해안
수일-수주 파도에 의해 정화

10 파도에 의해 침식되는 해안 수일-수주 파도에 의해 정화

9 평탄한 세립질 모래 해변 1~6개월
저층으로 침투하면 수개월 

지속

8 경사진 조립질 모래 해변 1~6개월
저층으로 침투하면 수개월 

지속

7 노출된 개펄 1년이하
저층에 흡착하거나 침투하지 

않음

6 모래 자갈 혼합 해변 1년이하 급속히 저층으로 침투

5 자갈해변 1~8년 급속히 저층으로 침투

4 산호초 수개월-수년 표층의 산호초에 큰 피해

3 파도가 약한 암석 해안 1~8년 수년간 지속

2 파도가 약한 개펄 10년이상 우선적으로 방어 필요

1 염소(salt marsh) 10년이상 우선적으로 방어 필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을 위한 건식선거(drydock)와 선가사로(slipway)가 있는 조선소는 기름오염

에 취약해 도장이 안됐거나 도장된 선박표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위험스런 작업조건도 야기시키

게 된다. 특히 항만과 항구 근접해역에서 유류 유출 및 방제작업으로 인해 항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유출유 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오일펜스의 전장이나 수문의 폐쇄에 의해 항만 작업이 

늦어질 때도 있다. 계선 로프(홋줄, mooring line)와 선체는 물론 돌출제방(jetty)이 오염되는 일

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경질 원유, 휘발유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훼리 운항이나 수

문 개폐 등의 일반 항만 활동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용접이나 불꽃을 내는 기계의 사용은 화

재위험이 가시지 않는 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선박 출입이 빈번한 항구에서는 소량

의 유류유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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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출유의 생물학적 영향

  해양생물에 대한 유류의 영향은 그 물리적 성질(물리적 오염과 질식작용) 또는 화학적 성분(독성

효과 및 생물농축에 따른 악영향)에 의해 발생된다고 본다. 해양생물은 방제작업 또는 그들이 살

고 있는 서식지의 물리적인 피해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양의 동식물 개체군은 기후, 수리 조건이나 먹이의 유무 등 자연의 변동에 따라 분포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특정 해양 서식지 내에서의 여러 개체군의 종조성과 연령구조는 전혀 

일정치 않고 동적 균형(dynamic balance) 상태에 있다. 이런 점으로 봐도 기름유출의 영향을 평

가하거나 또는 기름에 의한 변화와 자연변이에 의한 변화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생물종은 그 성장단계에 따라 유류오염에 대한 내성과 반응이 크게 다르다. 보통 알, 유생 및 치

어 단계에서는 성어보다 영향을 받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해양생물들은 엄청난 수의 알이나 새끼

를 낳아 자연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보통 10만개의 알이나 새끼중 성체까지 살아남는 것은 1개 이

하이다. 이렇게 많이 낳으므로써 지역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대량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같은 결

과로 유류유출에 의해 알이나 새끼가 일부 죽어도 장래 성체의 개체군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동·식물의 개체군이 유류오염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 및 재정립돼야 할 서식지가 정상균형을 회

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교란의 정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개별 종들의 회복능력에 달려 있다. 정

기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태어나고 이동성이 활발한 미성숙기를 지내는 많은 생물들은 유류유출

전의 상태가 회복되면 본래 장소에 급속히 재분포된다.  반면에 생존기간이 길고 생식율이 낮아 성

숙도가 늦은 생물들은 그 수와 연령구조를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그 회복속도는 

열대지역이 한대지역보다 상당히 빠르다.

유출유로 오염된 서식지의 물리적 특성을 오염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생

물학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극히 한계가 있다. 염습지의 세정이나 묘목의 재식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먼저 그 지역이 물리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식물의 손실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교체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 어떤 생물종들은 양식돼 방류되거나 피해 받지 않은 곳으로부터 이동시킬 수도 있으나(

예를 들면 일부 조류, 포유동물, 파충류, 어류 등) 이러한 방법으로 복잡한 해양서식환경의 자연회

복을 촉진한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2.3. 특정 해양서식지에 대한 유출유의 영향

  유류유출이 특정 해양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각 서식지내에는 다양한 환경조건들

이 지배하고 있으며 때로는 한 서식지와 다른 서식지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2.3.1. 외양과 해저

  플랑크톤이란 바다의 상층에서 해류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부유 동·식물을 말한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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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크톤은 해양 먹이망(food web)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어류, 패류 및 많은 저서동물들의 알, 유

생 및 치어를 포함한다. 이들의 유류오염에 대한 민감도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외양에서는 

플랑크톤의 자연 사망율이 높고 조각식의 불규칙한 분포를 하고 있는데다 자연적으로 분산된 유

류와 그 가용성분이 급속히 희석되어 유류오염의 심각한 영향은 없는 듯하다. 

오징어, 어류, 거북, 고래, 돌고래 등과 같이 몸이 큰 유영동물들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연해(off-

shore)에서 발생하는 대형 유류유출사고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연안에서는 물개

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들이나 거북 등의 파충류들은 수표면에서 숨을 쉬고 산란할 때에는 바다로

부터 뭍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름오염에 특히 악영향을 받기 쉽다. 연안에 서식하는 성어나 천해 유

생성육장에 살고 있는 치어는 분산 또는 용해된 기름에 노출되면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해저에 서식하는 동·식물(저서생물)도 먹이망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해에서는 패류와 

같은 많은 동물과 미역, 다시마 등의 일부 해조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해에서는 수표면

의 유막이 해저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적으나 천해에서는 특히 황천시 기름덩어리가 해저에 가라 

앉을 수 있다. 또한 유독성분 함유량이 많은 원유와 경질유 제품은 김양식장이나 대합, 성게, 갯지

렁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국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퇴적물에 침투된 

기름이 수년동안 잔류하면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생물종들에 아치사 효과와 오염을 유발할 가능

성도 있다.  풍화유(weathered oil)는 퇴적물 입자를 축적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안에 표착되었다가 

침강됨으로써 저서생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2.3.2. 해안

  해안은 해양환경중 표류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간조시에 암반, 모래, 갯벌이 넓은 범위에 

걸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크다. 조간대 동·식물은 불리한 조건에 단기간 노출

되면 견딜 수 있기는 하지만 유독성 기름성분에 의해 폐사될 수도 있고 또 고점도유, 풍화유, 에멀

젼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질식사할 수도 있다. 동물들은 기름에 마취되어 암반표면에서 떨어지거

나 또는 굴로부터 기어나와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 먹히거나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 가기도 

한다. 동·식물 우점종들에 의한 해안의 재군체화(recolonization) 속도는 빠르다. 이를 테면 암반

에는 우선적으로 해조류가 자리를 잡고 이어서 초식동물이 서서히 돌아온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

우 정상적인 균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2.3.3. 습지대

  온난한 지역이나 한냉한 지역의 폐쇄된 수역에서 볼 수 있는 염성습지는 수로망을 통해 배수되는 

갯벌에 키 작은 식물들이 밀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습지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이 연형동

물, 고둥류, 대합, 게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동물들의 먹이원이 되고 또 이들은 연중 특정 시기가 

되면 간조시 대량으로 몰려오는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습지의 식물은 비교적 피해를 적게 미치는 풍화유보다는 신선한 경질유와 경질제품에 더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다. 식물의 하부나 뿌리 부분이 기름에 피해를 입으면 치명적이나 앞부분은 기름

에 심하게 오염이 되어도 성장시기가 아니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차 오염되거나 또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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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적물에 스며들어 수년간 머무를 때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만일 고조시에 기름이 습지내

부에 스며들게 되면 체류시간이 길어져 먹이를 먹거나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은 물론 식물도 영향

을 받는다.

2.4. 유류오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유출된 유류가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출사고 초기의 직접적인 피해와 수개월에서부터 

수십년에 걸친 장기적인 생태계 피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생물피해는 유류와의 접촉이

나 독성이 큰 용해성 유류성분에 의한 치사효과, 그리고 기름 냄새 등에 의한 수산물의 상품가치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유류에 의한 직접피해는 물리적 효과와 생리적 효과로 구분된다. 물리적 효과는 유류와의 접촉으

로 생물들이 치사하는 것으로써 바닷새들의 대량폐사나 어패류의 질식사 등을 말한다. 원유나 벙

커유와 같은 점도가 큰 유류는 접촉을 통해 생물을 질식사시키는 등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다. 특히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이나 양식생물, 그리고 바닷새들은 유류와의 접촉으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원유중의 수용성분과 휘발유, 디젤 등과 같은 제품유들은 해양 동·식물에 독성을 

나타내는 많은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향족 탄화수소는 지방족 탄화수

소보다 독성이 강하며, 탄소수 7~20개 사이의 중분자량 화합물은 21개 이상의 고분자량 화합물

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탄소수 3~6개의 저분자량 화합물은 휘발성이 강해 

대기중으로 휘발되므로 독성문제는 벤젠 등 일부 방향족 탄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별로 야기시키지 

않는다. 유류에 의한 생리적인 영향은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의 생물대사작용 방해에 의해 일어난

다. 유류의 독성은 구성 성분의 용해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톨루엔과 벤젠 등 중·저

분자량의 방향족 탄화수소들은 해수중에 잘 녹으며 독성이 커 직접적인 치사효과를 유발한다. 이

들은 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단백질과 결합해 효소나 구조 단백질에 영향을 주며, 지방족 탄화

수소나 고리 탄화수소는 생물에게 마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물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은 다음과 같다.  

2.4.1. 플랑크톤

  플랑크톤이란 바다의 상층에서 해류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부유 동·식물을 말한다. 플랑

크톤은 해양 먹이망(food web)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어류, 패류 및 많은 저서동물들의 알, 유

생 및 치어를 포함한다. 이들의 유류오염에 대한 민감도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플랑크톤과 

같은 수표생물은 유출된 유류에서 용해된 유류성분에 의해 큰 피해를 받는다. 역시 원유나 경질유

처럼 방향족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유류가 유출될 경우 플랑크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

을 수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에 따라서는 동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뚜렷이 감소하는 반면 식물플

랑크톤의 생물량과 일차생산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석유탄화수

소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일차생산력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는 플랑크톤에 대해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204 •

2.4.2. 암반부착생물

  암반해안에서는 파도작용이 매우 커 유출유가 밀려올 경우 이것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

면에 파도작용이 약한 후미진 곳에서는 유류가 일단 암반에 묻게 되면 잘 닦이지 않고 오래가는 약

점을 지니고 있다. 암반에 당도하는 유출유는 대부분 벙커유나 유출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풍화

유로써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은 아주 약하다. 이들이 입히는 피해는 주로 물리적 효과에 의한 질

식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류독성에 민감한 생물은 오염 후 수년간 출현치 않는 극단적인 예도 

외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2.4.3. 연성기질생물

  갯벌과 같은 연성기질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유류오염에 매우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왜냐

하면 유류가 일단 갯벌에 유출되면 제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적물층을 뚫고 아래로 스며

들기 때문이다. 퇴적물 속은 산소가 적어 기름의 호기성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곳에 

스며든 유류는 장기적으로 저서생물, 특히 잠저성 동물의 군집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

히게 된다.

또한 유류속에는 독성을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가 다량 함유돼 있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미생물

에 의한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니면 거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퇴적물속에 남아 만성적인 

독성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생물군집을 변화시키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게다가 저서

생물이 일단 유류오염에 노출되면 기름냄새 때문에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 인간의 후각

은 대단히 예민해서 수산물에 미량의 유류만 들어 있어도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다. 한 예로 0.01 

ppm의 수중 기름농도에 노출된 조개류는 사람의 후각으로 기름냄새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

품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조간대가 잘 발달된 지역으로서 유류오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갯벌지역이 유류오염에 노출되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최고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1-2). 따라서 이들 해역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는 유출된 

기름이 갯벌에 당도하지 못하도록 우선적인 방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온난한 지역이나 한냉한 지역의 폐쇄된 수역에서 볼 수 있는 염성습지는 수로망을 통해 배수되는 

갯벌에 키 작은 식물들이 밀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습지로부터 유입되는 유기물이 연형동

물, 고둥류, 대합, 게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동물들의 먹이원이 되고 또 이들은 연중 특정 시기가 

되면 간조시 대량으로 몰려오는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습지의 식물은 비교적 피해를 적게 미치는 

풍화유보다는 유출 후 시간이 별로 경과하지 않은 경질유와 경질 제품유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

는다. 식물의 하부나 뿌리 부분이 유류에 피해를 입으면 치명적이나 잎은 유류에 심하게 오염이 되

어도 성장시기가 아니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차 오염되거나 유류가 퇴적물에 스며들어 수

년간 머무를 경우에는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 만일 고조시에 유류가 습지 내부에 스며들게 되

면 체류시간이 길어져 먹이를 먹거나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은 물론 식물도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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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어류와 유영동물          
  어류는 회유능력이 있으므로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대부분 오염해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큰 피해

는 입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많아 유류유출 사고시 양식

어류가 기름과의 접촉에 의해 대량 폐사됨으로써 막대한 수산피해를 야기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

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유류오염해역에 서식하는 어류에서는 기름냄새 때문에 상품가치가 하락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오징어, 어류, 거북, 고래, 돌고래 등과 같이 몸이 큰 유영동물들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연해(off-

shore)에서 발생되는 대형 기름유출사고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연안에서는 물개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들이나 거북 등의 파충류들은 수표면에서 숨을 쉬고 산란할 때에는 바다로부

터 뭍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름오염에 특히 악영향을 받기 쉽다. 연안에 서식하는 성어나 천해 유생

성육장에 살고 있는 치어는 분산 또는 용해된 기름에 노출되면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해저에 서식하는 동·식물(저서생물)도 먹이망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안 에서는 패류와 

같은 많은 동물과 미역, 다시마 등의 일부 해조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해에서는 수표면

의 유막이 해저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적으나 천해에서는 특히 황천시 기름덩어리가 해저에 가라 

앉을 수 있다. 또한 유독성분 함유량이 많은 원유와 경질유 제품은 김양식장이나 대합, 성게, 갯지

렁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국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퇴적물에 침투된 

기름이 수년동안 잔류하면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생물종들에 아치사효과와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도 있다.  풍화유(weathered oil)는 퇴적물 입자를 축적하거나 특히 일시적으로 해안에 표착되었

다가 침강됨으로써 저서생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2.4.5. 바닷새

  번식, 먹이, 또는 털갈이를 위해 대거 해상이나 해안에 모이는 조류는 특히 기름오염의 영향을 받

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류 오염에 의한 바닷새들의 대량폐사는 발생한 일이 없으나 

외국의 경우는 대단히 많다. 그 예로 동북대서양에서는 매년 수만내지 수십만 마리의 바닷새들이 

유출유에 오염되고 있으며 전 세계 바닷새 분포 숫자도 유류오염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바다 오리류와 같이 군락생활을 하는 바닷새들은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떼죽음을 당

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에 바닷새들의 군락지가 있느냐 없느

냐에 따라 조류의 대량폐사 여부가 갈리게 된다. 

바닷새가 유출된 유류에 접촉하게 되면 대개는 해수에 빠져 익사하게 되거나 체온을 빼앗겨 저체

온증으로 죽게 된다. 기름을 덮어쓴 깃털은 방수성과 보온성을 상실하게 된다.  바닷새들이 산란

기때 유류오염에 노출되면 비록 유출량이 소량이더라도 산란율이 떨어지고 또 설사 산란하더라도 

부화율이 감소하게 된다.

유류유출에 의해 새의 개체군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조류들이 해상에서 대량 

폐사한 예가 많다. 많은 바다새들은 수명이 길고 성숙이 더디며 번식률이 낮아 이들 요인이 합쳐

지게 되어 조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모든 어미새가 정해진 

시기에 알을 낳는 것은 아니며 이 개체가 죽은 새를 보충하는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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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류유출에 의한 폐사로 바다새의 번식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고립된 군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재군체화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와 서식범위의 지

리적 한계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종들은 예외이다.

2.5. 국민보건

  유류는 비록 극미량이라도 음식물에 들어 있으면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또 먹을 경우 속이 메시껍

고 거북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유류유출해역

에서는 수산물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수산물 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되어 어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유류중에 들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환경에 유입되면 소멸되지 않고 생물농축되는 지속성 

오염물질로서 이들중에는 발암물질도 더러 함유돼 있다(표 3-1-3). 이 발암물질중의 하나인 벤

조[a]파이렌은 비오염해역보다는 유류오염해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식품에도 이 화합물이 다량 들

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가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는 벤조[a]파이렌은 식품 전체의 2～3%

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식품중의 벤조[a]파이렌의 함량은 새우의 경우 비오염 해역에서는 최고 

0.5 ppb, 오염해역에서는 최고 90 ppb 정도이며, 훈제생선은 최고 60 ppb, 그리고 양배추는 최

고 24.5 ppb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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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분자량 및 발암성

IUPAC Name 분자량 발암성 약칭

    안트라센     276       <+

    벤조(a)안트라센     228       <+ B(a)A

    벤조(a)플로란센     252       ++ B(a)F

    벤조(a)파이렌     252     ++++ B(a)P

    크라이센     228       <+

    디벤조(a,h)안트라센     278      +++

    플로란센     202        -

    페난스렌     178        -

    파이렌     202        -

주:   ++++  = 매우 큼, +++  = 큼,  ++  = 보통, + = 약함,  - = 없거나 알지 못함

2.7. 수산업에 미치는 유류 유출의 영향

  유류 유출은 해양생물의 어획과 양식에 사용하는 선박이나 장비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해면상의 부유 장비나 정치망 등은 표류유에 오염되기 쉬운 반면 바다속에 가라 앉은 어

망, 통발, 밧줄, 저인망 등은 기름에 오염된 해면으로 끌어 올리지만 않는다면 통상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때로는 침강유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 어패류 및 기타 해양생물의 어획량이 이

따금 유류 유출후에 감소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경우 드물게는 생물들이 기름과의 물리적 접촉

이나 해수교환이 제한된 천해에서 쏟아진 기름과 근접함으로써 폐사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대

부분은 고기를 잡으려는 노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유류유류 유출로 알, 유생 및 치어가 

피해를 입어 유출사고 후 수년간이나 어패류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오염

사고의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은 극히 드문데 이것은 과잉 생산되는 알이 

어떤 국부적인 손실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가두리 양식장과 같은 양식자원은 유류가 유출될 때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연회피가 제한을 

받게 되고 기름에 오염된 양식설비가 오랜 동안 유류 성분의 유입원과 생물의 오염원이 되기 때문

이다. 조석지역에서 양식되는 해조류는 간조시에 유류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를 받기 

쉽다.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는 부유 구조물에 의해 수중 깊이 매달려 있어 유류오염에 잘 보호

되고 있다.

양식자원규모를 알고 있는 곳에서 유류 유출에 의한 폐사량을 측정하기란 비교적 쉽다.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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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생산량과 전년 또는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지역의 생산량 및 시장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손실

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연산 생물의 경우는 정확한 자원평가가 불가능한데다 죽은 개체

들도 청소동물들이 먹어 치우기 때문에 손실량 측정이 훨씬 어렵다. 어획통계는 유류 유출에 의한 

어획량 감소와 출어 회수나 자원량의 자연변화에 의한 변동을 구분할 정도로 상세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실제로 오염되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구매하기 싫어

하기 때문에 유류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판매저하로 인한 심

각한 경제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된 어패류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오염이 발생할 경우 유자격 인력들이 수산자원의 오염여부를 시식 감정하

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적 평가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 시식자는 청결한 대조시료

와 고의로 유류에 오염시킨 대조시료를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감정용 시료중에 이

들 대조시료를 무작위로 가하여 시식자에게 어떤 편견을 갖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식자

는 몇번이고 반복 시식함으로써 감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름

냄새는 생물학적 영향보다는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로써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

가 많은 국가이므로 심각한 문제에 해당된다. 보통사람이 물에서 기름냄새를 맡으려면 원유나 중

유의 경우 0.2~25mg/L 정도 들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며, 유분이 포함된 물에서 어류를 사육할 

때 어류에서 기름냄새가 나게되는 농도의 하한은 0.01mg/L라고 한다(표 3-1-4).  유분농도가 그 

이하인 때는 분석방법의 감도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서어류의 경우 퇴적물의 유분농도가 

높으면 어류에서 기름냄새가 나는데 문절망둑(漁)의 경우는 퇴적물중 유분농도가 0.1% 정도라도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어구와 어획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어로 및 해산물의 수확을 금지시키

기도 한다. 금지구역은 유막의 위치 및 범위 그리고 부유유의 위치와 시식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결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지조치는 유출유가 존재할 때는 늘 필요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도록 

해야 한다. 양식생물의 사육은 흔히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식장을 유류의 피해로

부터 보호한다고 사육을 지연시킴으로써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어 수확량이 감소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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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수중의 유분농도와 어류의 기름냄새 (농도: mg/L, 시간 : hr)

유류

유류

냄새 감지되는 

농도하한
어육에서 냄새나는 농도하한

감지함 감지못함 어종 사육시간 냄새남 냄새 안남

공장폐유 0.010 0.0021

전갱이

2 0.050 0.021

24 0.010 0.0021

96 0.0021 0.0010

다랑어새끼 24 0.052 0.021

고등어

2 0.052 0.021

24 0.052 0.021

72 0.021 0.0052

경유 0.22 0.086 전갱이

2 0.43 0.22

24 0.041 0.0086

 유류오염 환경피해 연구의 국내외 기술동향

3.1. 미국(엑슨발데즈호 유출사고)

 ‘89년 3월에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Exxon Valez)호 유출사고로 미국은 유류오염

방지법(Oil Pollution Act: OPA 90)을 제정하는 등 방제체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었고, 엑

슨 발데즈호 유출사고의 경우에 10여년간 유출사고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있다.

유류오염에 의한 생태계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은 잠재적인 유류

오염원을 밝혀내고, 각각의 오염원을 구별하여 오염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이러

한 조사·분석방법은 Environmental Forensics로 불리며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유류오염에서 Environmental Forensics 방법중의 하나인 유류 지문감식법(fingerprinting 

method)은 엑슨 발데즈 사고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유류 지문감식법은 기존의 유류 

오염시 측정되던 포화탄화수소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외에 알킬화된 PAHs와 sterane, trit-

erpane과 같은 화학적 바이오마커 그리고 질소, 산소 혹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질 방향족탄화

수소를 측정함으로써 유출유의 특징적인 화합물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다. 엑슨 발데즈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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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동부 알래스카만에서 원유가 자연적으로 누출(seeping)되어 사고지역으로 해류를 타고 이

동함으로써 조하대지역에서의 유류오염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유와 혼재되어 각각의 오

염기여도를 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Page 등에 의해 실시된 유류 지문감식법에 의하면 사고유

에는 누출된 원유보다 디벤조티오펜(dibenzothiophene)이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화학

적 바이오마커의 비율이 달랐으므로 두 오염원간에 구별이 가능하였다.  또한 각각에 의한 오염기

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알킬화된 페난스렌(phenanthrene)과 알킬화된 디벤조티오펜의 비율을 

사고지역의 1900여개 시료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엑슨 발데즈 사고시 유출된 3만 

5천톤의 오염범위와 그 기여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고유의 이동에 따른 오염 

확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퇴적물 트랩을 이용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화학적인 조사방법 이외에도 생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효소분석법이 이용되었다. 대부

분의 생물들은 PAHs 화합물에 노출되면 기본적인 반응으로 간에서 PAHs 화합물을 대사시킬수 

있는 일련의 효소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효소계는 EROD(ethoxyresorufin-o-deethylase)

의 활성도를 측정하거나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학적 방법으로 효소 P4501A1를 측정함으로써 영

향을 조사하게 된다. 고착성 이매패류에 대한 분석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시료뿐만 아니라 청정지

역에 서식하는 시료를 사고지역으로 이식(transplanting)하여 오염과정을 추적하였다. 연어와 같

은 상업성 어족에 대한 피해도 다각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의 지표종으로서 저서어류에 대한 분

석도 실시되었다.  저서어류는 오염된 저서환경에서 유류를 섭취하고 대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담낭에 저장하게 되므로 담즙(bile)을 분석하게 되면 어류의 유류오염 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Krahn 등은 담즙분석을 통해 사고유와 연료유, 그리고 도시화, 공업화에 의한 오염까지도 구별하

였다. 생물에 대한 피해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방법인 조직병리학적 방법도 채용되어 

사고유의 농도와 어류의 간에서 발생된 종양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엑슨발데즈 사고는 국가적 재해였지만 기름오염에 대응하는 방식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

다. 국가에서 지원한 오염피해조사 뿐만 아니라 사고당사자인 엑슨사에서도 민간에 연구기금을 지

원하여 연구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기존에 사용되던 피해조사, 분석방법 

이외에 복잡한 양상을 띈 오염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첨단의 분석방법이 개발되고 이용되었다.

3.2. 영국(브래어호 유출사고)

  1993년 1월에 영국 셰틀랜드에서 발생한 브래어(Braer)호 유출사고는 8만 5천톤의 천문학적인 

원유를 유출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다. 청정해역이던 셰틀랜드 해역은 악천후로 인해 순식

간에 기름으로 뒤덮혔다. 그러나 유출사고의 피해는 사고유가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악천후로 인

한 높은 파도로 분산되어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사고유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되던 분석역량이 모두 동원되었다. 사

고지역 해수와 퇴적물에서 기름함량이 형광분석법을 이용해 측정되었고, 사고해상에서 사고유 농

도의 연속적인 측정을 위해 잠수식 형광분석기(submersible fluorimeter)가 사용되었다. 사고지

역 생물체에 함유된 벤젠함량이 purge & trap GC/MS를 이용해 측정되었고, 해수, 퇴적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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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물체에 축적되어있는 PAHs가 분석되었다.  PAHs는 유류 지문감식법에 이용되어 사고유의 

존재를 밝히고 다른 오염원과 구별하는데 이용되었다. 화학적인 분석이외에도 EROD, P450 1A1

과 같은 바이오마커가 이용되어 생물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었다.

영국의 피해조사방법 중 가장 큰 특징은 양식어종인 연어, 기타 패류와 어류에 축적된 유출유를 

훈련된 인원이 후각 및 미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먹히는 방법으로 오염조

사를 한 것이다. 상업적 어종과 기타 식품류에 대한 기름오염의 영향은 불쾌한 맛과 냄새(taint)를 

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름냄새는 식품의 기름오염 정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감각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잘 제어된 실험환경과 훈련된 인원

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영국에서는 토리연구소(Torry Research Station)에

서 이 분야의 숙달된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사기간 내내 연어와 다른 오염된 식품

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름냄새에 의한 오염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연

적으로 정화가 되므로 오염된 식품류의 판매금지 해제 시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국의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오염사고로 유류오염의 생태계 피해

에 대한 조사방법에서 정형화된 틀을 갖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용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

가 되고 있다.

3.3. 한국(시프린스호 유출사고)

  1995년 여수시 소리도에서 발생한 시프린스 유출사고는 유출된 기름의 양과 주변 생태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사고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후 기름유출사고에 대

한 대응방식의 모범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프린스에서 실시된 화학분석 및 그에 따른 피해조사방

법은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 유출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와 학계, 민간단

체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 비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유출사고를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화학적 유류오염 평가기술 및 유류 지문감식법 수준을 파악하고 장차 긴급

히 보완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5. 시프린스와 엑슨발데즈 유출사고의 개요

시프린스 엑슨 발데즈

사고일 1995년 7월 23일 1989년 3월 24일

유출량 원유 및 연료유 5,035톤 원유 42,000톤

유출영향평가

1차 (96년 - 97년)

2차 (97년 - 98년)

3차 (00년 - 01년)

20년에 걸친 지속적인 장기모니터링

(계속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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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고는 규모면에서 한미 양국에서 당시 상정하고 있던 최대 방제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

후 사고유 방제 및 긴급계획, 피해산정,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영향 조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엑슨 발데즈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에 대한 시료들의 화학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가 세가지 있었다. 먼저 피해지역 생물군집에 대한 장·단기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한 기름이 풍화를 받으면 유해화합물의 농도가 감소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물에 대한 독

성이나 잠재적인 위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고유의 풍화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요구된 사

항이었다. 셋째는 사고유가 해저로 이송되어 해저환경에 위협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표 3-1-6. 시프린스와 엑슨발데즈 유출사고의 사고유 화학분석 비교

시프린스 엑슨 발데즈

분석목적
조사대상지역의 유류오염으로 인한 

영향과 환경특성 파악

1. 피해지역 생물군집에 대한 장·단기적인 

영향조사

2. 사고유의 풍화도 조사

3. 사고유의 해저로의 이송여부

4. 기타 오염원 파악

분석항목

1. HOR(Heavy Oil Residue):      15종 

알켄 탄화수소 화합물

2.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6종 

3. 유분함량(n-Hexane 추출물)

1. 포화 탄화수소

2. PAHs

3. 알킬화된 PAHs

4. 알킬화된 다이벤조티오펜

5. 바이오마커 화합물

   (triterpanes, steranes)

6. 탄소동위원소 비율

7. PAH 대사산물 분석

분석기기
GC/MSD

HPLC/UV

GC/FID

GC/MSD

GC/MS

HPLC/FLD

GC/IRMS

이와 달리 시프린스 사고 영향평가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유류자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단

지 유류오염으로 인한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고 분석기술수준이 뒷받침되기 않

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분석이 진행된 정점간의 상대적인 

오염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항목에 있어서도 외국에서는 유류오염시 일반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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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지 않는 미량성분인 알켄(Alkene)을 분석하였고, 환경에서 지속성이 강하고 독성이 높은 

PAHs도 16종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류의 풍화정도나 유류 지문감식법에 의한 다른 오염원과의 

구별 및 오염기여도를 산정하기 힘들었다. 분석에 이용된 장비 또한 상대적으로 유류오염 분석에

서 많이 사용되는 GC/MS 보다 검출능력이 떨어지는 HPLC를 PAHs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정밀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3-1-7에 제시된 것은 엑슨 발데즈 사고시 이용된 유류 지문감식법의 전략수립과 수행과정에 

관한 것이다. 엑슨 발데즈 사고는 미국에서는 크나큰 환경재앙이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유류 지문

감식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7. 엑슨발데즈 사고에서 이용된 유류 지문감식법 전략 및 수행과정

단계 조치 논점과 결정사항

문제점 정의

(a)영향범위 결정

(b)우려 자원 결정

(c)오염원과 배경농도 결정

(d)사고유와 환경내 다른 

   오염원과의 구별

(a)사고지역의 조간대, 얕은 조하대 및 깊은 조하대

(b)퇴적물에 잔존한 사고유에 의한 생물의 지속적인     

노출우려 및 어패류에 잔류한 오염에 대한 우려

(c)다양한 환경내 오염원: 연료유, 이전의 오염사고,     

연소기원오염원

(d)풍화에 잘 견디는 알킬화된 페난트렌, 다이벤조티     

오펜, 크리센 그리고 바이오마커화합물같은 유류     

지문감식법 요소에 바탕을 둔 화학적 분석

시료분석

전략 수립

(a)각각의 오염원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오염원 

   특성화

(b)분석 기법 및 대상

   화합물 결정

(c)자료의 질 관리

(a)알칸과 방향족 화합물의 분석

(b)PAH의 풍화도 조사 및 특징적인 화학적 

   바이오마커 분석

(c)검출한계 최소화와 자료의 정확도와 재현성 구현

시료채취

전략 수립 

(a)오염원 시료 

(b)환경시료채취 위치 선정

(a)오염원파악 및 각 오염원별로 다양한 시료채취

(b)유출경로 및 대조구, 미지의 오염원을 포함하는      

시료채취위치 선정

자료분석 

및 

해석전략 수립

(a)오염원을 구분하는 

   조성의 특성에 기반을 

   둔 비율 선정

(b)주오염원의 기여도 

   추정을 위한 혼합모델 

(c)적절한 통계기법 선택 

  및 필요시 더 세밀한 

  기여도 산정방법 선정

(a)PAH와 바이오마커화합물의 분포를 조사하고 

  오염원을 판별할 수 있는 특정화합물의 비를 

  구함. 각각의 비율에 대한 풍화의 영향 조사

(b)각 비율에 근거한 모델

(c)PCA나 최소제곱법 모델같은 통계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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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지문 분석기법 체계화 

 서 언

  유류는 다양한 인위적, 자연적 기원으로 해양으로 유입된다. MARPOL과 같은 국제적인 오염방

지 협약과 선박기술, 운송안전에 관련된 기술향상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고의적인 유출에 의한 유

류오염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전세계 해양으로의 유류 유입량은 1,300,000 ton/year로 추정되

고 있다(NRC, 2002, 표 3-2-1). 사고로 인한 주된 유입원은 유조선 사고이고, 뒤를 이어 송유관 

사고, 연안시설 유출, 연료유 유출 그리고 유정오염사고이다. 고의적인 유출로는 선박 운항 중 배출

되는 빌지수나 페수, 화물칸 청소, 그리고 원유 채굴 시 발생되는 오염이다. 그리고 유거수(runoff), 

대기를 통한 유입과 같은 만성적인 오염원 또한 주요한 해양 유입원으로 이러한 육상기인 오염원들

은 비점오염원들로 배경오염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원유누출, 생물기원 오염물질과 같은 자연적

인 오염원은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한 유입량을 초과하는 2,000,000 ton/year 수준이다. 이들 또

한 배경오염 수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사고 조사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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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유류계 오염원 추정치(NRC, 2002)     단위: 천톤

최적치 최소치 최고치

유류오염 사고

유조서/바지선 사고 100 93 130

송유관 사고 12 6.1 37

연안시설 사고 4.9 2.4 15

화물선 사고 7.1 6.5 8.8

유정 사고 0.86 0.29 1.4

고의적인 유출

선박 운항 270 90 810

화물칸 청소 36 18 72

원유 채굴 36 19 58

여가활동 선박

대기침적(유정) 1.3 0.38 2.6

대기침적(선박) 0.4 0.2 1

제트기 유류투기 7.5 5 22

만성적인 육상기원

육상기원(강, 유거수) 140 6.8 5000

대기침적 52 23 200

자연적 기원(누출) 600 200 2000

계 1300 470 8300

유류오염 사고 시 다양한 배경오염원의 존재 하에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오염원을 확인하고 기여

도를 확인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따라 화학적인 유지문기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지문

기법은 기름시료(혐의유와 사고유)와 오염된 시료(해안, 퇴적물, 생물시료)에서 오염원을 판별할 수 

있는 각종 판별요소를 생산하고, 비교하여 법적인 책임기여도를 산정하고 생태적인 영향을 모니터

링할 수 있다. 유지문기법 관련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류오염 관련 분쟁 해결과 각

종 규제들에 대처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지난 40년간 분석방법, 해석기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화

학의 발전에 따라 유지문기법도 괄목한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취약한 유지문기법의 표준화와 선진국에서 기개발되어 널리 활용 중인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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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르웨이 SINTEF를 중심으로 정립된 NORDTEST

의 유지문기법을 국내 실험실에 맞게 표준화하였으며, 이를 최근에 발생한 오염사고에 적용하여 가

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의 분석동향을 반영한 첨단 유지문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를 위해 국제저널에 발표된 각종 유지문기법 개발 및 활용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세스키터페인을 활용한 연료유 유지문기법, GCxGC 활용 유지문기법, 그리고 신뢰성이 검증

된 동위원소 질량분석기(IRMS) 유지문기법을 개발하였다. 

 시료채취, 일반적 분석방법 

2.1 시료채취

  해양 환경 시료로 부터 얻어지는 자료의 특성과 질은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좌우된다. 유류 오

염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 자체가 오염되는 것과 상호오염(cross con-

tamination)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1.1. 해수 시료 

  해수는 표층해수(surface film 혹은 surface microlayer)에 의한 오염, 채수기에 의한 오염, 선

박 배출수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특별히 조심을 해야한다. 또한 채수기의 종류에 따

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수는 채수기가 해수 표면을 닫

힌 상태로 통과하고 원하는 수심에서 뚜껑이 열러 채수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만 시료오염에 

의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중에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기름 성분을 

XAD-2 레진(resin)이나 폴리 우레탄 포움(PUF, polyurethane foam) 등의 흡착재에 흡착시켜 

채취할 수도 있다.  

2.1.2. 퇴적물 시료

  해변의 경우에는 스텐레스 스파튤라나 스쿠프(scoop)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바다밑의 표층 퇴

적물은 연질 퇴적물의 채취에는 박스 코어러(box corer)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grab 채취기

(Smith-McIntyre, Van Veen, Birge-Ekman, Ponar, Peterson, Shipek)를 사용하면 퇴적

물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채취를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corer를 사용하여 채취하여도 된다. 수심이 낮을 경우에는 다이빙을 하여 채취

하여도 된다. 시료채취는 퇴적물의 특성, 분석 목적,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방법을 

결정한다. 

2.1.3. 생물 시료

  표영(pelagic) 생물과 저서 생물을 채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수중 시료는 플랑크톤 

네트(plankton net), 트롤(trawl), 여러 종류의 변형된 드렛지(dredge), 박스 코어러 등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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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다이버가 잠수하여 시료를 채취 한다. 조간대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손으로 채

취를 한다. 시료채취 시에는 시료채취기, 배의 배출수, 수층의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건중량 10 g (습중량 100 g) 정도이나 분

석 항목, 분석 목적, 통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료의 양을 결정한다.

가. 패류(굴, 홍합 등)

  패류는 반드시 오염해역과 대조군(control site)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굴이나 홍합 등의 경

우에는 크기가 비슷한 성체를 25～30개체 정도 채취해야 한다. 분리된 조직(tissue)은 반드시 미리 

세척한 유리병에 보관하고 채취 즉시 냉동하여 보관해야 한다.  최초의 시료 채취는 오염이 되었거

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청정 해역에서 되도록 많은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다. 이 

최초의 분석 결과로 부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점을 설정한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3～4 

개월에 한 번씩 최소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만 한다.

나. 어류

  저인망과 어망 등을 이용한 포획, 가두리에서 채취된 시료는 일차로 관능(tainting) 검사를 실시

한다. 관능 검사에 의해 유류 오염이 확인되고 조사해역의 유류 오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판

단되면 조사해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장기 모니터링을 위

한 최초의 어류 시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채취하도록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해역을 결정한다. 

2.1.4. 시료 보관

  해수는 염산으로 pH를 2로 맞춘 후에 4℃에 보관을 하거나 채수 즉시 추출을 한다.  퇴적물은 알

루미늄 포일로 싸거나, 유리병에 넣거나, 주상시료(core) 상태로 영하 20℃에 보관을 한다. 생물 시

료는 패류의 경우에는 조직(tissue)을 분리하여 유리병에 넣은 후 즉시 영하 20℃에 보관한다. 어

류는 각각의 어류를 미리 세척한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영하 20℃에 보관을 한다.  

2.2. 일반적 분석방법

2.2.1. 추출법

가. 해수

  해수중의 기름 성분 추출법은 해수 채수기의 특성과 사용되는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데,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추출법은 다음과 같다.

① 용매 추출법

② 컬럼 흡착법(XAD resin, 폴리우레탄 포움, C18 Bondapa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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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적물

  몇 가지의 용매추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표준 분석 방법(standard methods)은 없다. 다음

의 추출 방법이 시료의 특성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출법이다.

속실렛 추출법(Soxhlet extraction)

텀블러 추출법(tumbler extraction)

교반기 추출법(shaker extraction)

초음파 추출법(sonicator extraction)

ASE 추출법(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다. 해양 생물 조직(tissue)

  대부분의 생물중에 들어 있는 높은 농도의 자연 지방 성분(natural lipid)은 추출과 분해를 어렵

게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출법은 다음과 같다.

고속 교반 추출(high speed homogenization extraction)

알칼리 분해/추출(alkaline digestion/extraction)

속실렛 추출(Soxhlet extraction)

ASE 추출법(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2.2.2. 추출액의 정제(cleanup)와 분획(fractionation)

  모든 분석방법의 정밀도와 식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출액을 극성(polarity), 크기(size), 

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cleanup 방법과 분획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방법들을 이용하

여 석유 탄화수소를 지방물질로 부터 분리하고, 석유 탄화수소를 분석이 용이하게 여러 성분별로 

분획하고, 비탄화수소 성분(예: azaarenes와 페놀류)을 석유 탄화수소로 부터 분리한다.  추출액

의 분리는 시료의 특성(예: 극성 물질의 양)과 분석 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한다.

2.2.3. 기기분석 방법

  환경시료 추출액중의 탄화수소의 농도와 성분을 분석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통 탄화

수소 분석에 쓰이는 분석 방법은 질량법(gravimetry), 적외선 분광법(IR), 자외선 분광법(UV), 자

외선 형광법(UV/F),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라피(HPLC), 캐필러리 기체 크로마토그라피(capillary 

GC), 기체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GC-MS) 등이 있다.  

가. 질량법(gravimetric methods)

  추출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추출액이 얻어진다면 추출액중의 일부를 말려서 무게를 측정하여 탄

화수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질량법으로는 추출되는 모든 유기물의 양, 즉 유류, 그리스, 식물

성 및 동물성 지방 등 추출되는 모든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하므로 오염이 안된 시료를 분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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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름으로 오염된 시료에는 지방성분보다 석유 탄화수소

의 농도가 훨씬 높아서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나. 적외선 분광법(IR)

  적외선 분광법은 해수 표면의 유류를 식별하고 의심되는 유류와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유출유를 

식별(fingerprinting)하는데 유용한 분석법이다. 유출유의 분광 띠의 세기와 의심이 가는 유류의 

스펙트럼과 비교함으로써 유출 유류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적외선 분광법은 C=O 결합의 신축

(stretch)을 측정함으로써 탄화수소의 산화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자외선 형광분석법(UV/F, UV-Vis Fluorescence Spectrometry)

  이 분석 방법은 해수, 퇴적물과 조직(tissue)중의 석유 탄화수소의 바탕 농도(background level)

의 측정에 광범위하게 쓰여온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분석 방법과 병행하여 해수 표층의 유류 

식별에 쓰이고 있다. 또한 퇴적물과 조직중의 유류를 스크리닝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자외선 분

광법과 비교해볼 때 자외선 형광법은 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감도와 선택성이 훨씬 좋다.   

라. 박막 크로마토그라피(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퇴적물의 기름 오염 여부를 신속히 밝히고 유출류를 판정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TLC

는 어류중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극성 대사물질을 판정하는데도 쓰인다.

마.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는 방향족 탄화수소, 불안정한 대사물질, 석유로 부터 유래한 질소 염기를 분석할 수 있

는 분석법이다. HPLC는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분석하므로 추출액을 전처리하는데도 사용

할 수 있다. HPLC는 특히 열에 불안정하거나 비휘발성이고 극성이 큰 화합물과 분자량이 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분석에 매우 좋다.  

바. 기체 크로마토그라피(GC, Gas Chromatography)

  GC는 일상적으로 복잡한 환경 시료중의 10-9 g 정도의 개개의 탄화수소를 분석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탄화수소 성분을 식별할 수 있다. GC로 분석되는 각각의 탄화수소는 보통 전체 탄화수

소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GC의 분석 결과로 부터 각각의 탄화수소의 농도를 알 수 있고 

특정 성분의 총량(예: 총 지방족 탄화수소) 등을 알 수 있다.  

사. 기체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GC-MS)

  GC-MS는 GC의 검출기로 MS를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GC-MS는 환경시료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개개의 탄화수소를 정량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강력한 분석 방법이다.  GC-MS는 퇴적

물, 해양 생물 조직, 해수중의 석유 탄화수소와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방향족 탄화수

소의 정량과 판별에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퇴적물중에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유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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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 황 화합물, 비고리 이소프레노

이드(acyclic isoprenoids), 스테란(steranes), 트리터프레노이드(triterprenoids)를 이용한 분자 

지문감식법(molecular fingerprinting)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GC-MS는 석유화합물과 미생

물 분해산물, 탄화수소의 대사물질의 동등성을 밝히는데 가장 강력한 분석기기이다.  

2.2.4. 분석 자료의 질관리(QA/QC)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험실내에 분석 자료의 질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 자료의 질관리는 실제 시료 분석시 항상 표준 물질(SRM, standard reference mate-

rials)을 시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유지할 수 있다. 표준 물질은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캐나다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MEL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유럽의 BCR(Community 

Bureau of Reference)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MEL, 미국의 NIST

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상호검정 프로그램(International Intercalibration Program)과 유럽

의 QUASIMEME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상호검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의 질

관리 방법이다.  그리고 연구기관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 

부터 분석 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다면 보상청구시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유지문기법 프로토콜

현재 세계적인 유지문기법의 흐름은 단계적 분석(Tiered approach)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거

나, 분석이 가능한 항목부터 확인을 거친 후 점차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간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환경청의 Wang박사 등이 사용

하고 있는 단계적 분석법과 본협약국들(Bonn Agreement)을 중심으로 유럽의 표준으로 정립된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기존

의 Nordtest를 발전시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국가간 검교정, 분석기법, 해석방법 개발 등을 통

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CEN법을 도입, 응용하였다.

CEN의 유지문기법은 해양, 담수환경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시 정밀분석과 자료해석을 통해 

사고유와 혐의유의 동질성을 판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200 ℃이상의 비점을 갖는 유

류계 탄화수소의 함량이 높은 유류와 제품유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대상 유류는 원유, 경유나 휘

발유, 고점도의 연료유, 윤활유, 빌지수나 폐유 등이다.

본 유지문기법은 삼단계의 분석절차, 자료해석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의 

판단을 요구한다(그림 3-2-1). 프로토콜의 순서도를 따라 개별 단계에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지

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동질성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토콜에서

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 시료의 시각적인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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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및 정제

· 모든 시료의 GC/FID 스크리닝 - 크로마토그램 패턴 분석, 유종 분류, 

풍화도 체크, 이소프레노이드 판별지수 계산

· 선택된 사고유와 혐의유의 GC/MS 분석 - 크로마토그램 분석, 

판별지수 계산, PAH 풍화도 체크

· 판별지수 비교(재현한계)

· 결론 및 보고서 작성

그림 3-2-1. CEN 유지문기법 프로토콜

유출시료, 혐의시료

추출/정제 및 분취

풍화도 체크(포화탄화수

소 준정량적 분포)

풍화도 체크(PAHS의 준

정량적 분포)

GC/FID1단계

예 아니오

아니오예

2단계

3단계

결 론

GC/MS

일치 부분 일치 판정불가 불일치

각종 판별지수/분석의

정확성/상관관계 판별

크로마토그램과

포화탄화수소 분포

패턴 불일치

풍화로 인해 

불일치 야기

풍화 및 시료의 불

균질성으로 인해 

불일치 야기

바이오마커와

PAH 패턴 불일치

판별지수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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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계별 분석내용

3.1.1. 시료의 시각적 특성 분석

  분석시료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모든 시료에 대해 시료의 형태(예, 혐의유 혹은 사고유), 매질(예, 

해수, 모래, 깃털 등), 시료의 양, 보관용기(유리, 플라스틱 등),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사진과 함께 모든 정보가 표시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특별히 위험성이나, 누

락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분석절차와 관련해서 시료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처리

나 정제방법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이사항들은 최종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나무나, 깃털과 같은 조각들이 제거된 후 시료를 적정한 농도로 희석한다. 극성오염물질로 

오염된 깃털시료 등의 경우에는 실리카/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간단한 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3.1.2. 1단계 분석: GC/FID 스크리닝

  시료의 전처리가 완료된 후 모든 대상시료들을 GC/FID를 이용하여 먼저 스크리닝한다. 이 과정

을 통해서 뚜렷한 유류계 탄화수소의 개략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끓는점 분포, 

개별적인 노르말 알칸 분포, 이소프레노이드 피크를 알 수 있다. 또한 GC/FID 크로마토그램은 유

출유의 풍화도, 특징적인 분포, 오염요소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노르말 

알칸이 가장 특징적으로 뚜렷한 분포특성을 보이나, 해수 위의 유막,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원유, 

윤활유 등의 경우 독특한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GC/FID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해서 이소프레노이드 계열의 판별지수인 n-C17/pristane, n-C18/

phytane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일부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시료나 UCM(unresolved complex 

mixture)에 덮힌 경우에 계산이 힘들 수 있다. 이들 지수는 노르말 알칸이 생물분해에 의해 선택

적으로 분해가 되므로, 생물분해에 의한 영향을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수가 풍화에 의

해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철저한 풍화도 체크가 없이는 판별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유출유와 혐의유 크로마토그램의 차이가 풍화에 기인한다면, 풍화도 체크가 필수적이다. 크로마

토그램을 조절해서 n-C20에서 n-C24 범위의 피크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피크의 높이나 면적을 계산한 후 풍화되지 않은 화합물(예를 들어 n-C20에서 

n-C24의 평균)로 표준화해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풍화된 시료와 풍화되지 않은 시료를 비교할 수 

있다. 유출유와 혐의유GC/FID 크로마토그램 비교를 통해 탄화수소 분포, UCM 분포, 그리고 이

소프레노이드 비의 차이가 확인되면 불일치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혐의유는 차후 단계의 분석에

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차 판정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시료는 여저히 잠재적인 혐의류로 간

주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3.1.3. 2단계 분석: GC/MS 유지문분석

  이 단계에서는 1단계 스크리닝에서 제외되지 않은 유출유와 혐의유를 GC/MS, 일반적으로 GC/

MS-SIM으로 분석한다. GC/MS 분석으로 다양한 종류의 알킬 PAHs(alkylated PAHs)와 바이

오마커 화합물의 농도 및 분포를 파악하고 각종 판별지수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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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지수는 동일한 m/z 값에서 측정된 단일화합물로 계산하여 다른 이온에 대한 질량분석기의 

반응성 차이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른 m/z 그룹(예, m/z 212/206 C2D/C2P) 판

별지수가 사용되기도 한다. PAHs의 경우 대부분의 화합물이 베이스라인에서 잘 분리되기 때문에 

면적값으로 지수를 계산한다. 이에 반해 바이오마커의 경우 베이스라인에 잡피크가 많고 잘 분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크 높이로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별지수는 A/B나 A/(A+B) 형태로 계산될 수 있으며, 후자는 항상 0 ~ 1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를 활용하면 단일 화합물 농도값에 비해 일반적으로 분석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A/(A+B) 형

태의 지수가 A/B에 비해 상대표준편차값(RSD)이 적다. 그러나 A/B 지수가 A와 B 값에 독립적으

로 일정한 RSD 값을 보이는 반면에 A(A+B) 지수의 이들 값들에 종속적이다. 그래서 A/(A+B) 형

태의 지수는 비교에 부적합하며, 신뢰구간을 조정해서 RSD가 실제값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일

반적으로 판별지수는 두 개의 뚜렷하게 잘 분리된 피크의 비를 이용하여, A/B 혹은 A/B*100(%) 

형태로 계산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원이 다른 유류는 일반적으로 알킬 PAHs의 분포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PAHs 화

합물들이 판별지수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PAHs 판별지수가 최근에 유류오염 사고 시 활용된 

바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들은 페난스렌과 디벤조티오펜 계열의 화합물들을 이

용한 것들이다. 이들 외에도 m/z 216의 메틸플루오란센, 메틸파이렌, 벤조플루오렌 등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으며, 주로 경질유 계열의 오염원 판별에 이용된다(표 3-2-2). 추가적인 정보로 주로 

검출되는 PAHs를 C30αβhopane으로 표준화시킨 준정량적인 그래프로 상대적인 알킬 PAHs의 

분포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보조적인 판별지수 및 풍화도를 체크할 수 있다. 

표 3-2-2. Alkylated PAHs의 추천 판별지수

Ratio Name Definition m/z value

2mP/1mP 2-methylphenanthrene/1-methylphenanthrene 192

4mD/1mD 4-methyldibenzothiophene/1-methyldibenzothiophene 198

C2D/C2P C2-dibenzothiophene/C2-phenanthrene 212/206

C3D/C3P C3-dibenzothiophene/C3-phenanthrene 226/220

C3D/C3C C3-dibenzothiophene/C3-chrysene 226/270

R/C4P retene/C4-phenanthrene 234

BaF/4mPy benzo[a]fluorene/4-methylpyrene 216

B(b+c)F/4mPy benzo[b+c]fluorene/4-methylpyrene 216

2mPy/4mPy 2-methylpyrene/4-methylpyrene 216

1mPy/4mPy 1-methylpyrene/4-methylpyren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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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흔히 검출되는 안정된 탄화수소로 원유나 대부분

의 정제유에 함유되어 있다. 알킬 PAHs와 함께 2단계에서 분석되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 중의 하

나이며, 원유의 산지별로 근원암, 생성환경, 성숙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질학

적인 시간을 통해 생성되었으므로 가장 안정적인 화합물 중의 하나로 풍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신뢰성 있는 유지문을 유지한다. 국내에서는 바이오마커 분석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2004년 이

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4. 바이오마커 분석기법 개발 참조). 또한 바이오마커

의 일종이면서 최근에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세스키터페인은 3절에서 다

루고 있다. 세스키터페인의 경우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hopane이나 sterane에 비해 풍화

에 약한 반면에 선박 연료유 등의 제품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MDO 등을 사용하는 소형선박의 

유출사고 시 특별히 활용도가 높은 바이오마커이다.

1단계에서 선정된 시료를 대상으로 GC/MS 분석이 완료된 후, 크로마토그램 분석 등을 통해 차이

점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불일치가 확인된 혐의유들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

치가 풍화나 생물분해 등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PAHs를 이용한 추가적인 풍화도 분석을 실

시해야 한다. 이 과정 후 풍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미미하게 받은 화합물로 계산된 판별지수

로 선정해서 다음 단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3.1.4. 3단계 분석: 결과 처리

  비교 대상인 유출유와 혐의유가 동질유이며, 화학적 조성은 유출사고 후 풍화, 다른 오염원과 혼

합, 생물 분해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두가지 이상 화합물을 

이용한 판별 지수 역시 일치해야 하며, 어느 수준의 통계적인 신뢰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지수들이 특정 유출사고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한 지수만이 효용성이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들 지수가 검출한계 이하일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판별지수 선정시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CEN 유지문기법에서는 판별지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1) 특이성과 다양성, (2) 풍화에 대한 지속

성, (3) 분석 정확성(일반적으로 다른 m/z에서 계산된 지수는 추천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에러 요

인이 크지 않게 측정된 지수들로만 동질유 판별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S/N비가 작은 피크

의 경우 시각적 비교시에만 사용하고, 판별지수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별지수의 검증은 간단한 통계처리(삼반복 시료의 상대표준편차, Student's t-test)로 시료의 불

균질성이나 분석정확도 등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삼반복 실험시 보일 수 있는 

타입 I 에러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CEN 유지문기법에서는 모든 판별지수에 5%의 고정 RSD 

값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특정 지수의 사용여부 결정을 위해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그

림 3-2-2). 여기서 두 개의 연속적인 검증을 사용해서 지수를 선정 혹은 배제한다:

● Signal to noise (S/N) 테스트를 통한 배제

● 반복실험 비교를 통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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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최종평가 및 결론

  최종 결론은 모든 가용한 자료를 검증한 후 제시되어야 한다. 판별지수의 비교가 자료 검증의 주

요한 부분의 일부분이지만 항상 결론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판별지수의 비교 뿐만 아니라 모든 크

로마토그램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가능성 있는 특징을 찾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그림 3-2-1

의 유지문기법 프로토콜에 따라서 네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치, 부분일치, 판정불가, 불일

치.

일치는 유출유와 혐의유가 논란의 여지없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GC/FID와 GC/MS의 크로마

토그램에서 시각적으로 약간의 차이만 발견되고, 이러한 차이는 풍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이 가

능하다. 그리고 판별지수에서 보이는 미미한 차이들이 재현성  검증 한계값 미만이다.

불일치 판정은 크로마토그램과 판별지수의 차이가 풍화로 설명될 수 없을 때 내려진다. 그러나 판

별지수의 차이가 재현성 검증 한계값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작거나, 오염이 의심되거나, 단지 판별

지수 한 개만 재현성 한계를 벗어나면, 부분일치로 판정할 수도 있다.

시료내에 총 유류의 양이 너무 작아서 분석에 따른 오차가 너무 커지면 판별지수 간에 변이가 발생

하여 재현성 한계 권고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용한 대부분의 판별지수가 배제

될 수 있으며, 판정불가 결론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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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판별지수 선정/배제를 위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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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마커 분석기법 개발

유류 바이오마커(분자화석, 생물학적 지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생화학적 물질과 화학적 구조

가 관련된 유류내 포함된 유기화합물이다. 생화학적 물질이  유류 바이오마커로 전환되는 것은 

퇴적물의 초기속성 과정중이나, 원유 기반암의 연쇄적인 숙성(thermal maturation) 과정 중에 

발생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생화학 물질이 유류 바이오마커로 전환되어 원유내에 

stereoisomer를 포함하는 특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일련의 화합물질을 생성

하게 된다(그림 3-2-3).  석유탐사 지화학자들은 현생 생물, 근대의 퇴적물, 원유 그리고 기원석 

연구를 통해 원유에 포함된 유류 바이오마커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기물

의 전구체 및 원유의 기반암 지층의 변성도를 알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류 바이오마커 자료는 환

경법과학분야(environmental forensics)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유지문 분석법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유류 바이오마커를 보면 표 3-2-3과 같다.

원유가 생성된 지질학적인 시간규모의 다양한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원유들은 특별한 유지문

을 부여받게 된다. 동일한 지질학적인 시간대의 기반암내에서의 원유는 다른 시간대, 다른 기반암

에서 기인한 원유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유사한 산물의 세밀한 비교가 요구되는 환경

시료에서 유류 바이오마커의 유용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풍화도 비교결과 바이오마커 화합물

들이 다른 유류계탄화수소에 비해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4). 생성

조건에 따른 성상의 차이 및 풍화가 쉽게 진행되지 않는 특성 등으로 환경법과학 분야에서 바이오

마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출유 감식을 위한 선진적인 분석절차에서도 바이오

마커는 PAHs와 더불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다(그림 3-2-1).

그러나 국내에서는 16종 PAHs나 알칸 분석만으로 유지문 분석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바이오

마커 분석 기법 및 그 응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내 두가지 주요한 

바이오마커 성분인 터페인(terpane)과 스테란(sterane)을 중심으로 분석기법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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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유류 바이오마커와 생화학적 전구체 사이의 구조적인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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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널리 사용되는 바이오마커와 controlling factor

Diagnostic Parameters Basis Controlling Factor

Terpanes

Homohopane profile (C
31
-C

35
) m/z 191 Source rock type

Homohopane 22S/(22S+22R) m/z 191 Thermal maturity

25-Norhopanes/Hopane m/z 177, 191 Biodegradation

28,30-bisnorhopane/Hopane m/z 191 Source rock type

Oleanane/Hopane m/z 191 Source rock type

Lupane/Hopane m/z 191 Source rock type

Gammacerane/Hopane m/z 191 Source rock type

C
28
-C

29
 Extended tricyclics/Hopane m/z 191 Source rock type

T
s
/T

m
m/z 191 Thermal maturity

Steranes

Regular sterane distribution m/z 217, 218 Source rock type

Diasteranes m/z 217 Source rock type

Mono/Tri aromatic sterane ratios m/z 253, 231 Thermal maturity

Ethylcholestane 20S(20S+20R) m/z 217 Thermal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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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풍화도 지수

Level Rank Indicator Indicator

(Saturate Hydrocarbons) (Aromatic Hydrocarbons)

None 0 Unaltered Unaltered

Light 1 Lower n-alkanes depleted Unaltered

Light 2 General loss of n-alkanes 1,6- and 2,7-DMN lost

Light 3 Only traces of n-alkanes remain
1,3-DMN and 1,3,6-TMN partly lost, loss 

of 2-MP begins

Moderate 4
No n-alkanes remain, but 

isoprenoids are intact

Continued loss of 1,3 DMN and 1,3,6-

TMN, 2-MP lost

Moderate 5 No n-alkanes or isoprenoids

Loss of  all other DMNs except 2,3-DMN, 

loss of 1,2,6- and 1,2,5-TMN, loss of all 

other MPs

Heavy 6 Steranes partly degraded
Loss of all other TMNs, loss of 2,10-, 

3,10-, 3,9- and 2,9-DMP

Heavy 7
Steranes near absent, diasteranes 

intact

All other phenanthrenes, naphthalenes 

lost

Very Heavy 8 Hopanes partly degraded

Very Heavy 9
Hopanes absent, diasteranes 

partly removed

Severe 10 Most saturated biomarkers absent Triaromatic steroids depleted

4.1. 터페인(Terpanes)

  유류내 터페인에는 모노-터페인(C10), 세스키-터페인(C15), 디-터페인(C20), 세스터-터페인

(C25), 그리고 트리-터페인(C30) 등이 있다(그림 3-2-4). 이러한 종류의 화합물 분석에는 주로 기

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특히 선택적 이온을 이용한 분석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

다. 다양한 종류의 터페인은 디젤유와 대부분 원유의 높은 끊는 점에서의 잔존물 그리고 유류제품 

내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그림 3-2-5). 그러므로 환경법과학에서는 유출된 유류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유류 바이오마커 화합물들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  터페인은 환경적인 시간규모에서 

진행되는 풍화에 강하고 특이성을 가지므로 유지문분석에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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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여러 종류의 터페인

유류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한 터페인은 pentacyclic 터페인 계열(C28을 제외한 C27에서 

C35)로  호페인(Hopane)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호페인 계열은 주로 박테리아의 세포막 물질에

서 기원하므로 퇴적물, 기반암, 원유 등에서 모두 검출된다. 이 화합물은 끓는점이 n-C26에서 

n-C33 로 가면서 높아지기 때문에(그림 3-2-5) 고점도 유류 관련 환경법과학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열변성에 안정적이고 생분해에 잘 견디기 때문에 여러 환경법과학 분야에서도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그림 3-2-6의 예에서처럼 m/z 191 이온을 이용해서 사고유와 혐의유의 상

관성을 추적하였다. 이 예에서는 C27에서 C35 호페인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몇가지 주요한 

유류 바이오마커의 차이가 이들 두 유류의 차이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혐의유는 C35 호모호페인

이 비율이 사고유에 비해 뚜렷하게 높다.  또한 Ts/Tm의 비율 또한 두 유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혐의유가 사고유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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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원유와 제품유 중 지방족 바이오마커 화합물의 끓는점 분포

위에서 언급한 호페인외에도 특정 pentacyclic hopane의 존재 유무, 상대적인 구성비는 추가적

인 판별 근거를 제공하므로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원유나 정제유의 특이적인 유기화

합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 중에는 gammacerane, moretanes, 18α(H)-

oleanane, lupanes, bicadinanes, bisnorhopanes, 그리고 호페인의 분해산물(Peters et al., 

1996)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GC/MS를 이용하여 선택적 이온 m/z 191 혹은 m/z 

177으로 검출할 수 있다. 이들 화합물의 정성을 위해서는 표준물질, 스캔 스펙트럼 자료나 기존에 

발표된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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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entacyclic triterpane(m/z 191)을 이용한 유출유와 혐의유의 비교

1.3. 스테란(Sterane)

  스테란 화합물들은 스테롤에서 기원한 26개에서 30개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유류 바

이오마커들이다(그림 3-2-7). 끓는점이 높아서 고점도 원유나 정제유등에서 검출되며 열변성 및 

분해에 안정적이서 환경법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속성작용으로 스테롤이 스테

란으로 변성되며 퇴적이 진행되면서 온도의 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재배열 반응이나 방향족 반응

이 일어나 두 반응이 모두 (1) 일반적인 스테란 (2) 재배열된 스테란(예, 다이아스테란(diasterane)), 

그리고 (3) 방향족(모노- 그리고 트리-)스테란을 생성하게 된다(Mackenzie et al., 1982). 이들 세 

그룹의 스테란 모두 환경법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환경법과학 연구에서 스테란 바이오마커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C27과 C29 스테란의 비율

이며, 선택적 이온 m/z 218에서 5α(H),14β(H),17β(H)-스테란의 비율로 측정이 된다(이러한 화

합물들은 간략하게 ββ-스테란류로 표기한다). 원유에서 C29ββ-스테란에 대한 C27ββ-스테

란의 상대적인 비율로 원유 기반암에서의 조류대 육상식물기원 유기물의 상대적인 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식물유형에 존재하는 스테롤 전구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림 3-2-8은 

타르볼(해변에 부착)과 두가지 혐의유를 보여주는 ββ-스테란의 삼각 다이아그램이다(Stout et 

al., 1999). ββ-스테란의 분포특성으로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타르볼이 두 가지 혐의유중 한가지

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타르볼이 원유유출사고와는 관계없는 지역적

인 자연적 원유 누출(oil seeping)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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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여러 종류의 스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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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타르볼과 두 가지 혐의유내 5α(H),14β(H),17β(H)-sterane의 삼각분포

1.4. 분석방법

  전반적인 분석방법은 Wang et al.(1994) 및 Daling et al.(2002)의 방법을 따랐다. 이 방법은 시

료 추출액이나 원유를 실리카겔 컬럼을 이용하여 분취하며 지방족 및 유류 바이오마커가 포함된 

지방족 분액과 PAHs가 포함된 분액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족은 GC-FID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유류 바이오마커 및 PAHs의 경우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1.4.1 시약 및 재료

  노르말 헥산, 벤젠, 디클로로메탄, 메탄올, 그리고 아세톤과 같은 고순도(B&J GC2 Grade)의 유

기용매를 추가적인 정제과정 없이 사용한다. 실리카겔(100-200 mesh, pore size 150Å, pore 

1.2 cm3/g, 활성표면 320 m2/g)은 사용전에 450 ℃에서 24시간 태워서 유기물을 제거한 후 180 

℃오븐에서 보관하여 활성도를 유지하였다. 고온오븐에서 태우는 방법 외에 유기용매로 세척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실리카겔을 대용량 컬럼에 충진한 후 아세톤, 노르말 헥산, 그리

고 디클로로메탄 순으로 흘려주며 세척하게 된다. 세척이 끝난 실리카겔은 흄후드에서 하루정도 

방치하여 건조하며, 건조가 끝난 실리카겔은 180 ℃ 오븐에서 활성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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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tane과 phytane을 포함하는 C8에서 C40까지의 지방족 표준물질(순도 99% 이상) 및 내부

표준물질 5α-androstane은 Sigma-Aldrich, Ultra Scientific 등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

다.  PAHs 표준물질의 경우 분취실험에 사용되는 용도의 표준물질은 Ultra Scientific에서 그

리고 정량을 위한 표준물질(SRM 1491)과 내부표준물질(terphenyl-d14, naphthalene-d8, 

acenaphthene-d10, phenanthrene-d10, chrysene-d12, 그리고 perylene-d12)은 각각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Supelco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  

유류 바이오마커 표준물질(순도 96%이상, 0.1 mg/mL)은 Chiron Laboratory에서 구입해서 사용

을 했다. 트리터페인 표준물질에는 C2717α(H)-22,29,30-trisnorhopane, C3017β(H)21β(H)-

hopane, C3017β(H)21α(H)-hopane, 그리고 C2917β21α(H)-30-norhopane이 포함되어있다. 

스테란 표준물질에는 C215β(H)-pregnane, C2220-methyl-5α(H)-pregnane, C245β(H)-

cholane, 그리고 C27, C28, C29(20Rααα, 20Rβαα, 20Sααα, 그리고 20Rαββ)-sterane

이 포함되어있다.

1.4.2.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분취

  테프론 마개가 달린 크로마토그래피 컬럼(200 x 10.5 mm 내경)의 바닥에 유리솜을 채워 메탄

올, 헥산, 디클로로메탄 순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컬럼에 활성화된 실리카겔 3 g을 채우고 그 

위에 무수황산나트륨을 0.5 cm 높이가 되게 넣어준다. 컬럼에 20 ml 헥산을 넣어서 컨디션시킨 

후 용출액은 버린다. 용매층이 무수황산나트륨층에 도달하기 직전에 소량(200 ~ 500 uL)의 시료

를 넣어준다. 헥산 15 ml을 이용해서 지방족탄화수소 분액을 받아내고, 디클로로메탄 50% 헥산 

50% 혼합액 15 ml로 방향족탄화수소 분액을 받아낸다. 헥산 분액 1/2(F1으로 표기)은 지방족탄

화수소, 트리터페인, 스테란 분석용으로, 50% 디클로로메탄 헥산 분액 1/2(F2로 표기)은 방향족

탄화수소 분석용에 사용을 한다. F1과 F2 분액의 나머지 부분은 합쳐서(F3로 표기) 총 석유계탄

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분석에 사용을 한다. 이 세 종류 분액들은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0.5 ~ 1.0 ml까지 농축한 후에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1.4.3. 기기분석

  노르말 알칸, pristane, phytane, 그리고 총 석유계탄화수소(C8에서 C40)은 불꽃이온화검출기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Hewlett-Packard(HP) 5890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GC 컬럼은 30 m X 0.32 mm i.d. (0.25 um 

필름) 규격의 DB-5 모세관 컬럼(J&W Scientific)을 사용했다. 운반 가스로는 헬륨(2.5 ml/min.)

을 사용했으며, 주입구와 검출부의 온도는 각각 290 ℃와 300 ℃로 설정했다. GC 오븐의 온도프

로그램은 50℃에서 2분 정치 후, 6℃/min의 승온으로 300℃도달 후 16분간 정치하는 것으로 설

정되었다. 자동시료주입기를 이용하여 1 ul를 splitless 모드로 주입하였다.

분석대상 PAHs, 알킬화된 PAHs, 디벤조티오펜 화합물, 그리고 유류 바이오마커 화합물의 경우 

HP 5972 질량분석기 (MSD, mass selective detector)가 장착된 HP 5890 GC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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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시스템의 제어 및 자료의 획득은 HP G1034C MS Chemstation을 이용했다. 분석대상화합

물의 확인 및 정성을 위해 스캔 모드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자료를 얻었으며, 정량을 위해서는 선택

적 이온 모드를 이용했다. 컬럼은 30 m X 0.25 mm i.d. (0.25 um 필름) 규격의 DB-5MS 모세관 

컬럼(J&W Scientific)을 사용했다.  주입구와 검출부의 온도는 각각 290 ℃와 300 ℃로 설정했다.  

GC 오븐의 온도프로그램은 50℃에서 2분 정치 후, 6℃/min의 승온으로 300℃도달후 16분간 정

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자동시료주입기를 이용하여 1 ul를 splitless 모드로 주입하였다.

분석대상 16종 터페인 및 22종 스테란의 크로마토 그램(그림 3-2-9) 및 종류(표 3-2-5)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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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원유내 triterpane과 sterane 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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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분석대상 pentacyclic triterpane과 sterane 화합물의 종류

Peak Compound Formula MW Ion Monitored

      Pentacyclic triterpan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
s
: 18α(H),21β(H)-22,29,30-Trisnorn대hopane

T
m
: 17α(H),21β(H)-22,29,30-Trisnorhopane

17α(H),21β(H)-30-Norhopane

17α(H),21β(H)-Hopane

17β(H),21α(H)-Hopane

22S-17α(H),21β(H)-30-Homohopane

22R-17α(H),21β(H)-30-Homohopane

Gammacerane

22S-17α(H),21β(H)-30,31-Bishomohopane

22R-17α(H),21β(H)-30,31-Bishomohopane

22S-17α(H),21β(H)-30,31-Trishomohopane

22R-17α(H),21β(H)-30,31-Trishomohopane

22S-17α(H),21β(H)-30,31,32-

Tetrakishomohopane

22R-17α(H),21β(H)-30,31,32-

Tetrakishomohopane

22S-17α(H),21β(H)-30,31,32,33-

Pentakishomohopane

22R-17α(H),21β(H)-30,31,32,33-

Pentakishomohopane

C27H46

C27H46

C29H50

C30H52

C30H52

C31H54

C31H54

C30H52

C32H56

C32H56

C33H58

C33H58

C34H60

C34H60

C35H62

C35H62

370

370

398

412

412

426

426

412

440

440

454

454

468

468

482

482

191, 177, 370, 

355

191, 177, 370, 

355

191, 177, 398, 

384

191, 177, 412, 

397

191, 177, 412, 

39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19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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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계속

Peak Compound Formula MW Ion Monitored

      Steranes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C
20
5α(H),14α(H),17α(H)-sterane

C
21
5α(H),14β(H),17β(H)-sterane

C
22
5α(H),14β(H),17β(H)-sterane

C
27
20S-13β(H),17α(H)-diasterane

C
27
20R-13β(H),17α(H)-diasterane

C
27
20S-13α(H),17β(H)-diasterane

C
27
20R-13α(H),17β(H)-diasterane

C
28
20S-13β(H),17α(H)-diasterane

C
29
20S-13β(H),17α(H)-diasterane

C
29
20R-13α(H),17β(H)-diasterane

C
27
20S5α(H),14α(H),17α(H)-cholestane

C
27
20R5α(H),14β(H),17β(H)-cholestane

C
27
20S5α(H),14β(H),17β(H)-cholestane

C
27
20R5α(H),14α(H),17α(H)-cholestane

C
28
20S5α(H),14α(H),17α(H)-ergostane

C
28
20R5α(H),14β(H),17β(H)-ergostane

C
28
20S5α(H),14β(H),17β(H)-ergostane

C
28
20R5α(H),14α(H),17α(H)-ergostane

C
29
20S5α(H),14α(H),17α(H)-stigmastane

C
29
20R5α(H),14β(H),17β(H)-stigmastane

C
29
20S5α(H),14β(H),17β(H)-stigmastane

C
29
20R5α(H),14α(H),17α(H)-stigmastane

C20H34

C21H36

C22H38

C27H48

C27H48

C27H48

C27H48

C28H50

C29H52

C29H52

C27H48

C27H48

C27H48

C27H48

C28H50

C28H50

C28H50

C28H50

C29H52

C29H52

C29H52

C29H52

274

288

302

372

372

372

372

386

400

400

372

372

372

372

386

386

386

386

400

400

400

400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259

217,218,259

217,218,259

217,218,259

217,218,259

217,218,259

217,218,259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217,218,149,151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241 

 현장적용

서해안에서 발생한 선박용 경유 유출사고 사례에 바이오마커화합물 분석을 포함한 3단계 유지문

감식절차(그림 3-2-1)를 이용하여 사고유와 혐의유 사이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사고시 다량의 선박용 경유가 사고해역으로 유출되었으며 조류를 따라 이동하다 양식장으로 흘러

든 것이 목격되었다. 이에 시료를 채취하여 사고유와 혐의유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감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감식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고

해역은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고유 감식결과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분석절차에 따른 유출유 감식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분석시료는 총 10점으로 4점의 

시료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선박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되었고, 나머지 시료는 양식장 부근에서 채

취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견된 유류와 선박에서 유출된 유

류와의 일치 여부였다.  

5.1. 분석절차

  시료의 분석은 Wang et al.(1995)의 방법을 따랐으며, 추출은 수분을 제거하고 속실렛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난 시료는 실리카겔 컬럼으로 헥산 및 헥산:벤젠(50:50)으로 각각 포화탄화

수소 및 바이오마커 화합물, PAH 부분을 분취하였다. 분취된 시료는 0.5 ml로 농축하여 포화탄

화수소는 GC/FID, PAHs 및 바이오마커 화합물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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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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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지문분석

5.2.1.  포화탄화수소

1단계 분석은 포화탄화수소의 패턴으로 사고선박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된 4종의 시료가 일치하

고 나머지 시료는 이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결과 및 가정을 수립할 수 

있었다.

결과 및 가정

1. 사고선박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된 시료는 서로 일치되는 포화탄화수소 크로마토그램 패턴을 나타냄.

2. 양식장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사고선박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된 시료와 상이한 분포패턴을 나타냄.

3. 위의 결과로 자료의 해석방향을 사고선박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된 시료 그룹(차후에는 편의상 ‘혐의유’

라 명명)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채취된 시료(차후에는 편의상 ‘사고유’로 명명)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간의 

일치성을 체크하기로 함.

4. 가두리양식장에서 채취된 시료는 비균질성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해석 가능한 시료를 추출해서 다른 그

룹과 비교하기로 함.

위의 크로마토그램 패턴분석을 통해서 양식장 시료 2번과 6번이 해석가능한 수준으로 검출되며 

또한 차후 분석시에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고유와 양식장 시료를 비교분석하여 

풍화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별하였다(그림 3-2-11). 풍화도 체크를 통해 C17을 기준으로 혐

의유 그룹에서는 낮은 분자량이 더 많이 존재하였고, 사고유 그룹에서는 고분자량의 탄화수소가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포패턴은 전형적인 풍화의 영향으로 판독 가능하였다. 즉, 

혐의유 그룹의 시료는 사고 직후 오전 8시 이전에 채취되었으며, 양식장 그룹의 시료는 사고 후 12

시간이상이 경과한 후 채취되었기 때문에 하계의 강한 햇빛과 파도 등에 의해 풍화를 받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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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포화탄화수소의 분포패턴 및 풍화도 체크. (A)혐의유, (B)사고유

포화탄화수소의 판별지수 또한 두 그룹간에 뚜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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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포화탄화수소 판별지수

5.2.2.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

  본 결과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된 것은 알킬화된 PAHs이다. 유류에 포함된 PAHs의 대부분은 알

킬화된 형태로 존재하여 고분자량 PAHs는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킬화된 PAHs의 분포

패턴 및 각종 지수로 오염원 판별 및 유사성을 감식하게 된다.    

알킬화된 PAHs의 분포를 보면 혐의유 그룹은 나프탈렌, 플루오렌, 페난스렌, 크리센 모두에서 그

룹간에 일치하는 분포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사고유 그룹은 나프탈렌을 제외하고 알킬화 정

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진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포양상은 풍화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독된다(그림 3-2-12).

그림 3-2-12. 알킬화된 PAHs(나프탈렌, 플루오렌, 페난스렌, 크리센)의 분포

PAHs에서 많이 이용되는 오염원 판별지수를 이용해 두 그룹의 유사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3-2-6). 

여기서 이용된 3가지의 지수 모두 사고유그룹내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C3N/C3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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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나머지 두 지수는 두 그룹간에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3N/C3P 지수의 경우 사고 초기

에 주로 이용되는 지수로 풍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

표 3-2-6. PAHs 오염원 판별지수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C3-dibenzothiophene 피크이다(그림 

3-2-13). 4종의 피크는 모든 시료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났으며 상호간의 비율 또한 대부분 일치하

였다. 이들 피크는 저유황경유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고유황경유에서 탈황과정 혹은 

원산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피크의 존재 및 일정한 비율로 미루어 혐의유와 사고유 

그룹 모두 저유황경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3. 바이오마커 화합물

  일반적으로 경유의 경우 극미량의 바이오마커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러나 이번 분석결과 유출사고 관련 시료들은 모두 검출한계이상의 바이오마커 화합물을 함유하

고 있었다. 바이오마커 화합물들은 풍화에 강해 대부분 최종단계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 그림 3-2-14에 제시된 것은 Hopane과 Sterane으로 유지문분석법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마커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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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선택적 이온 226(C3-Dibenzothiophen)에서 검출된 피크 패턴

그림 3-2-14. 사고유와 양식장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바이오마커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램

분리 가능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판별지수에서도 혐의유와 사고유 그룹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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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사고유 판별에 이용된 바이오마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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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3-2-8).

표 3-2-8. 결과 요약

결과

포화탄화수소

- 크로마토그램 패턴 불일치

- 풍화도 체크 결과 풍화에 의한 것으로 의심됨

- 판별지수는 유사한 수준

PAHs

- 알킬화된 PAHs의 분포 불일치

- 자료해석 결과 풍화에 의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인지

- 판별지수는 풍화초기에 이용되는 지수외에 유사

- 저유황경유의 특징 공유

바이오마커

화합물

- 검출한계 이상의 바이오마커 화합물 검출

- Hopane, sterane의 경우 판별지수가 유사

그림 3-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결론은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나온 결

과는 앞에서의 가정 즉, 1.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고, 2. 사고유의 경

우 시료간의 비균질성을 대표적인 시료를 찾아 그룹끼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실시

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모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선택된 사고유와 혐의유는 부분적으로 일치

(Probable match)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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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첨단 유지문기법 개발

 연료유 유지문분석기법 개발

  바이오마커 화합물은 유류에서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유류계 탄화수소

가 있더라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활용하면 극미량에서도 검출된다. 유류내 노르

말 알칸이나 대부분의 방향족 탄화수소와 달리 바이오마커 화합물은 환경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

는다. 원유나 정제유내 바이오마커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은 원유산지, 산지의 성숙도(matura-

tion), 산지 내 풍화정도 및 생분해 과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바이오마커 화합물은 

유류내 다른 화합물에 비해 유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 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바이마커 

화합물의 특성상 환경법과학(Environmental Forensics)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유출유 감식 

및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분해과정 및 풍화정도를 모니터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메틸치환 데칼린(polymethyl-substituted decalins)이나 데카하이드로나프탈렌(C14 - C16 

쌍환 알칸)은 일반적으로 세스키터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4년에 처음으로 보고된바 있다. 이

후 Loma Novia와 Anastasievsko-Troyitskoe 원유에서 발견되었다. Alexander 등(1973)은 

대부분의 호주산 원유에서 8β(H)-drimane과 4β(H)-eudesmane을 검출했다. Noble(1986)은 

C14 - C16 세스키터페인 동족체를 합성 표준물질과 질량스펙트럼 자료로 정성분석 하였다. 다른 

종류의 세스키터페인은 Chen과 He(1990)에 의해서도 분석이 되었으며, 화석연료 레진, 퇴적물, 

원유 등에서 특히, 원유 condensate에서 높은 함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쌍환바이오마커

는 터페노이드 계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합물 군의 하나이다. 특히 driname 구조를 

갖는 세스키터페인은 원유나 고해양 퇴적물에서 항상 검출되는 화합물의 하나이다(그림 3-3-1). 

대부분의 세스키터페인은 고등식물에서 대개 유래하나 간단한 조류나 박테리아에서도 유래되었

을 수 있다. Philip 등(1981)에 의하면 고등식물기원의 삼환 디터페인(tricyclic diterpanes)이 분

해되어 C고리가 열리면서 쌍환 세스키터페인이 되는 경로도 있다. 유정(oil reservoir)이 열적 변

성을 거치는 동안 유기물의 변성도가 높아지면서 C14 세스키터페인의 상대적인 농도가 감소한다. 

C14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약한 변성기에 높은 반면, C15 drimane과 C16 homodrimane은 낮

다. 고분자량의 전구체가 dehydroxylate과정을 거치면 drimane과 homodrimane의 농도는 증

가하고, C14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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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대표적인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의 분자구조

최근 석유탐사분야에서 세스키터페인을 이용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지문기법에서 사용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트연료와 대부분의 경유와 같은 저비점 정유제품들은 정유과정을 

거치면서 원유 내 포함되어 있던 고분자량 바이오마커 화합물들을 소실하게 된다. 그래서 오환터

페인(pentacyclic terpane)이나 스테란(sterane) 계열의 바이오마커 화합물은 저비점 정유제품

들에서 없거나 소량 포함된 반면 세스키터페인류는 다량 포함되어 있다. 세스키터페인은 질량/전

하비 123인 이온으로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성용 이온으로 m/z 179(C14H26에서 메

틸기가 한 개 제거된 모체이온), m/z 193(C15H28에서 메틸기가 한 개 제거되었거나, C16H30에

서 에틸기가 제거된 모체이온), 그리고 m/z 207(C16H30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모체이온)을 이용

한다. GC/MS를 이용하여 세스키터페인의 특정 이온을 검출하게 되면 경질에서 중질유에 이르는 

정제유 제품들의 유지문기법에 다른 바이오마커 화합물들에 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유와 정유제품내 세스키터페인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고, 유지문기법을 위해 다양

한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환경시료에 적용하였다.

1.1. 재료 및 시약

  고순도로 정제된 유기용매(Burdick and Jackson, GC2 grade)를 추가적인 정제과정 없이 사

용하였다. 정성 및 정량용 표준물질은 알칸(C8 ~ C40)은 Ultra Scientific에서, 다환방향족 탄화

수소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NIST 

2260을, 그리고 바이오마커 화합물들은 노르웨이의 Chiron Laboratory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검정용 표준물질인 cis-decahydronaphthalene-d18

(decalin-d18)과 cis-decahydronaphthalene(decalin)은 Aldrich에서 구매하였다.

원유 및 해상용 연료유 시료는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센터에서 협조를 받았으며, 시료 수령 후 냉동 

보관하였다. 해상용 경유는 수협 면세유를 수협에서 협조를 받아 채취하였으며, 환경시료는 소형 

어항이 위치한 거제 장목면 부두 및 부산해역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분석 전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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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 방법 정립

 

1.2.1. 유류 시료

  분석에 이용된 유류시료는 20 ~ 30 mg을 정량하여 실리카겔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취하였다(그림 3-3-2). 첫 번째 분액은 노르말 헥산 12 ml을 이용하여 받았으며, 두 번째 분액

은 노르말 헥산:디클로르메탄(50:50) 15 ml로 받았다. 바이오마커 분석은 첫 번째 분액을 이용해

서 실시하였으며, 분취전 표준물질(decalin-d18)을 넣어서 실험 과정을 체크하였으며 정량에도 

이용하였다.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한 GC 및 MS 분석조건은 Wang 등(1994, 2006)을 따랐으며, 

PAHs 분석조건은 Yim 등(2005)를 따랐다(표 3-3-1).

그림 3-3-2. 유류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 분석 모식도

피크의 정성을 위해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물질의 순서 및 패턴, 그리고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크는 모두 10종 이었으며, 이중 피크 5번과 피크 10번이 

각각 8β(H)-drimane과 8β(H)-homodrimane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3-3, 3-3-4).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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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시료의 경우 대부분 표준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신물질 탐색과 마찬가지로 구조 분석이 요구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세스키터페인의 경우에도 현재 시판 중인 표준물질은 없으며,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Wang 등, 2006). 세스키터페인은 질량/전하비 123

인 이온으로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정성용 이온으로 m/z 179(C14H26에서 메틸기가 한 개 제

거된 모체이온), m/z 193(C15H28에서 메틸기가 한 개 제거되었거나, C16H30에서 에틸기가 제거

된 모체이온), 그리고 m/z 207(C16H30)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모체이온)을 이용했다. 정량을 위

해서 Decalin을 이용해서 3단계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Decalin-d18과 분석대상물질의 상대반

응도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그림 3-3-5). 

표 3-3-1.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y (Agilent 5890)

Column : DB-5MS (30m × 0.25 mm × 0.25 ㎛ Film)

Temperature Program :

   Initial @50 ℃ (5 min)

   Ramp (10℃/min to 300 ℃)

   Final @300 ℃ (30min) 

Carrier gas :  He 1.0 ml/min  

Injection port Temp : 300℃

Injection mode : splitless

Injection volume : 2 ㎕

MS condition (Agilent 5972)

Interface Temp : 280 ℃

Ionization Voltage : 70 eV

Monitoring method : Selected 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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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수협 면세유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의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번호는 정

성가능한 세스키터페인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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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국내에서 사용 중인 벙커 C유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의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번호는 정성가능한 세스키터페인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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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Decalin과 decalin-d18을 이용한 검량곡선. Decalin의 농도는 10 ng/ml에서 

1,000 ng/ml 범위를 가짐.

1.2.2. 퇴적물 시료

  건조되지 않은 퇴적물 20 g을 속실렛 방식을 이용해서 추출한 후 실리카겔 컬럼을 이용하여 분

취 및 정제하였다(그림 3-3-6). 무수황산나트륨(anhydrous sodium sulfate)를 이용하여 퇴적

물을 화학적으로 건조하였으며, 3 g을 무게를 달아 건중량 측정에 이용하였다. 속실렛 추출은 디

클로르메탄을 용매로 사용했으며, 8시간 이상 추출하였다. 추출 전 실험과정을 체크하기 위한 표

준물질로 세스키터페인은 decalin-d18을 PAHs는 5종의 deuterated PAHs를 주입하였다. 추

출 후 회전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을 하였으며, 실리카겔 3 g을 컬럼크로마토그래피에 이용

했다. 이후 과정은 유류내 세스키터페인 분석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퇴적물내에는 유류에 

비해 소량의 분석대상 물질이 존재했으며, S/N비가 3이하인 경우 미검출로 처리하였다. 물질에 따

라 검출한계에 차이가 있었으며 0.2 ~ 0.5 ng/g 수준의 검출한계를 보였다. 퇴적물내 세스키터페

인의 정성 및 정량은 유류시료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그림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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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 분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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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부산해역에서 채취된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의 크로마토그램. 

피크의 번호는 정성가능한 세스키터페인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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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류시료내 세스키터페인의 분포특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센터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국내 수입원유 40종, 해상용 연료유 14종을 분

석에 이용하였다(표 3-3-2). 원유시료는 정유사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이 진행되고 있었으

며, 본 분석에 이용된 원유의 경우 동일한 명칭을 가지지만 정유사가 다른 시료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연료유의 경우 동일 정유사가 아닌 3곳의 정유사에서 입수된 시료를 사용해서 원유와 마

찬가지로 동일 명칭이지만 다른 시료가 존재하였다.

표 3-3-2. 분석에 이용된 수입원유 및 해상용 연료유의 산지 및 종류

1.3.1. 국내 수입원유

  국내에서 수입되는 40종의 원유내 포함되어 있는 세스키터페인을 분석하였다(표 3-3-3). 분석

한 원유에서 대상 화합물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10종 세스키터페인의 총농도는 최소 0.29 mg/g

에서 최대 8.38 mg/g 범위에 평균 1.75 mg/g 수준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Ara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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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Light유에서 최소 농도를 보였으며, 브루나이에서 생산된 원유에서 최고 농도를 나타냈

다. 동일 산지의 동일 원유에서도 약간씩 다른 농도를 나타낸 시료가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rabian Super Light유와 Dubai 유의 경우 수입 정유사가 달랐을 때 각각 서로 다른 농도를 보

여 운송과정 중 다른 유종과 혼합될 수 있거나, 생산시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동일산지에서 생산된 원유는 유종이 차이가 있어도 총 농도는 크게 차

이를 보이지 않아서 서로 유사한 생성조건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표 3-3-3. 수입 원유내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분포

표 3-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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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표 3-3-3. 계속

검출된 세스키터페인 중 주로 P3가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P4, P10, 그리고 P5, 

P6 순으로 검출되었다(그림 3-3-8). 이들 화합물들을 대상으로 이후 제시될 각종 지수들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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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부산해역에서 채취된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sesquiterpane)의 크로마토그램.

1.3.2. 해상용 연료유

  국내에서 유통 중인 14종의 선박용 연료유에 포함된 세스키터페인을 분석하였다(표 3-3-4). 분

석대상 세스키터페인이 모두 검출한계 이상이었으며, 10종 세스키터페인의 총농도는 0.27 ~ 4.02 

mg/g 범위에 평균 1.10 mg/g 수준이었다. 벙커 C(1%)에서 최소값, 그리고 MGO유에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정제유의 경우 원유의 산지, 정유사 등에 따라서 세스키터페인의 농도가 달랐다. 동일 

유종내에서 벙커 C의 경우 0.27 ~ 0.50 mg/g의 범위를 보였으며, MF(marine fuel)는 MF-30

을 제외하고 MF60 ~ MF380은 0.36 ~ 0.52 mg/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MF30의 경우 MF60 

~ MF380과 다른 정유사에서 생산된 유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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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해상용 연료유내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분포

표 3-3-4. 계속

수입원유와 달리 정제유에서는 P10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P5, P3, P4 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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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해상용 연료유내 세스키터페인의 평균적인 조성

1.3.3. 세스키터페인을 활용한 지수

  분석에 이용된 수입원유, 연료유에서 분석대상 세스키터페인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각각의 고유한 유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3-5 ~ 6). 지수를 계산한 방식은 동일 탄소수 그

룹내에서 검출된 화합물 간의 비를 이용한 것과 서로 다른 탄소수 그룹간에 높게 검출된 화합물의 

비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수를 활용하여 유출유와 사고유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Wang et al., 2006). 

국내 수입 원유에서 C14 그룹의 P1:P2 비는 0.49 ~ 6.38 범위에 평균 2.27의 값을 보였다(표 

3-3-5).  C15그룹에서는 P3:P5비가 0,17 ~ 7.15, P4:P5비는 0.24 ~ 4.18, 그리고 P6:P5비는 

0.31 ~ 5.24였다. C16그룹에서는 P8:P10비가 0.15 ~ 2.22 범위에 평균 0.45였다. 서로 다른 탄

소수 그룹간에는 P1:P5비는 0.17 ~ 6.26, P3:P10비는 0.16 ~ 5.94, 그리고 P5:P10비는 0.32 ~ 

2.40 범위였다. 이러한 비들은 단일지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간의 비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

식이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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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정성 및 정량가능한 분석대상물질을 이용한 수입원유내 세스키터페인의 각종지수

표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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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표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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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정성 및 정량가능한 분석대상물질을 이용한 해상용 연료유내 세스키터페인의 각종지수

해상용 연료유에서는 C14 그룹의 P1:P2 비는 1.28 ~ 3.85 범위에 평균 2.30의 값을 보였다(표 

3-3-6). C15그룹에서는 P3:P5비가 0,70 ~ 1.53, P4:P5비는 0.29 ~ 1.77, 그리고 P6:P5비는 

0.53 ~ 0.77 범위였다. C16그룹에서는 P8:P10비가 0.19 ~ 0.44 범위에 평균 0.27였다. 서로 다

른 탄소수 그룹간에는 P1:P5비는 0.17 ~ 0.41, P3:P10비는 0.25 ~ 1.31, 그리고 P5:P10비는 

0.30 ~ 0.92 범위였다. 동일 정유사에서 수령한 유사한 유종의 경우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 특히 MF의 경우, MF60 ~ MF380까지 C15 그룹에서는 P3:P5가 0.70 ~ 0.84, 

P4:P5는 0.30 ~ 0.35, 그리고 P6:P5는 0.54 ~ 0.64로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MF60을 제외

하면 일치하는 수준의 값을 보여, 이들 유종이 동일산지에서 생산되었으며, 동일한 정유과정을 거

쳤음을 지시했다. 

연료유에서 계산된 각각의 비와 수입원유의 결과를 비교하면 상대표준편차의 값이 최소 1.29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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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8.55배까지 차이가 났다. 즉, 원유에서는 상대적으로 각종 지수가 다양한 범위의 값을 보

이는 반면, 정제유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의 값을 보였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종류는 다양

하지만 주로 수입되는 원유의 산지는 제한적임을 지시한다.  P3:P5비와 P4:P5비를 이용한 그림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그림 3-3-10 ~ 11). 원유의 경우 X축과 Y축 값의 최대값

이 각각 8과 5이지만, 연료유의 경우 X축은 1/4, Y축은 2/5로 제한된 범위이며, 특히 유사한 유종

의 경우 그룹으로 표시되어진다.  

그림 3-3-10. 수입원유내 P3:P5와 P4:P5의 cros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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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해상용 연료유내 P3:P5와 P4:P5의 cros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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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 시료내 세스키터페인의 분포특성

1.4.1. 소형 어항

  소형 어선 위주의 항만 내 퇴적물을 중심으로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지역은 장목면 장목항으로 주로 선박용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선박이 90% 이상이며, 나머지 선박

은 선박용 휘발유를 사용하는 선박이다. 항구 내로 다른 오염원의 유입은 극히 미미하며, 주로 선

박에 의한 오염이 주된 지역이다. 특히 연구지역의 경우 소형선박에 의한 오염은 주로 선박 빌지수, 

폐유, 그리고 연료유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구내에서 채취된 퇴적물 시료에서는 분석대상 세스키터페인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분석된 10종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최저 129 ng/g, 최고 818 ng/g였다(표 3-3-7). 선박이 가장 밀집한 지역

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농도는 낮아졌으며, 부산해역에서 검출된 것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는 소형선박에서 유류, 특히 세스키터페인을 포함한 C12 ~ C16 계열의 유류에 의한 오염이 진

행 중임을 지시한다.  선박 폐유의 경우 대부분 엔진 오일로 탄소수가 많으며, 세스키터페인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소형항만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이 해상용 경유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알 수 있

듯이, 세스키터페인이 이에 의한 오염의 지시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스키터페인을 지수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지수가 서로 유사한 값을 보여 동일한 혹은 유

사한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표 3-3-8). C14 그룹에서는 P1:P2가 1.28 ~ 

1.58, C15그룹에서는 P3:P5가 1.03 ~ 1.19, P4:P5는 0.76 ~ 0.98 그리고 P6:P5는 0.64 ~ 0.70

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C16그룹에서는 0.22 ~ 0.27, 서로 다른 탄소수 그룹에서는 P1:P5가 0.12 

~ 0.17, P3:P10이 0.31 ~ 0.38 그리고 P5:P10이 0.30 ~ 0.32로 거의 대부분의 지수에서 서로 유

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세스키터페인 지수가 오염원을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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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소형어항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의 분포            (Unit: ng/g dw)

　 St. 1 St. 2 St. 3

P1 12.8 4.77 2.51 

P2 9.95 3.10 1.80 

P3 98.5 40.8 17.0 

P4 84.3 30.0 14.1 

P5 93.7 39.6 14.4 

P6 66.0 25.2 9.44 

P7 35.9 14.4 6.90 

P8 70.7 29.5 11.9 

P9 36.0 15.8 6.73 

P10 310 132 44.3 

SSesquiterpane 818 335 129 

표 3-3-8. 소형어항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의 각종 지수

　 St. 1 St. 2 St. 3

C14 Group

P1:P2 1.28 1.54 1.40 

C15 Group

P3:P5 1.05 1.03 1.19 

P4:P5 0.90 0.76 0.98 

P6:P5 0.70 0.64 0.66 

C16 Group

P8:P10 0.23 0.22 0.27 

Intergroup

P1:P5 0.14 0.12 0.17 

P3:P10 0.32 0.31 0.38 

P5:P10 0.30 0.3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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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부산해역

  부산 신항 및 부산항 해역을 중심으로 총 38개 정점에서 채취된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을 분석

하였다(표 3-3-9). 분석대상 10종 세스키터페인 중 주로 P3, P4, P5, P6, 그리고 P10이 검출되었

다. 10종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는 미검출 ~ 429 ng/g 건중량 범위에 평균 49.2 ng/g 수준이었다. 

부산 남항내 정점인 St. 25에서 최고 농도를 그리고 항구의 영향을 적게 받는 St. 15에서 미검출

이었다. 소형어항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항구내에서 항구 외곽으로 나갈 수록 세스키터페인의 농

도는 낮아졌으며, 소형선박 밀집 지역의 농도가 높았다.

세스키터페인 지수 계산 결과 C14 그룹에서는 P1:P2가 0.64 ~ 2.37, C15그룹에서는 P3:P5가 

0.46 ~ 1.45, P4:P5는 0.48 ~ 1.53 그리고 P6:P5는 0.45 ~ 1.18의 값을 보였다(그림 3-3-12). 

그리고 C16그룹에서는 P8:P10이 0.14 ~ 0.39, 서로 다른 탄소수 그룹에서는 P1:P5가 0.11 ~ 

0.46, P3:P10이 0.13 ~ 0.38 그리고 P5:P10이 0.23 ~ 0.43이었다. 제한적인 오염이 존재하는 

지역에 비해 각각의 지수들이 다양한 범위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특정 오염원 외에 다양한 오염

원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장목항의 경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즉, 세스키터페인 지수는 유사한 오염원 내에서 특정 오염원을 판별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차후 기존에 개발된 바이오마커와 함께 응용의 여지가 많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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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해상용 연료유내 세스키터페인의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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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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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정성 및 정량가능한 세스키터페인을 이용한 부산해역 퇴적물내 세스키터페인의 각종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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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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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해상용 연료유내 P3:P5와 P4:P5의 cros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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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xGC 응용 유지문법 개발 

2.1. 서론

  크로마토그래피는 복잡한 화합물의 분리를 위한 화학의 일분야로 개별 화합물을 정성 혹은 정

량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실제 분석대상들은 순수한 단일화합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분석기법은 여러 형태의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다. 현재까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야

는 급속히 발전했고, 그중 가장 최신의, 흥미로운 분야는 comprehensive 이차원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MD-GC, GC X GC)이다. 

먼저 다차원 분리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분리의 “차원”과 어떻게 분리가 “comprehensive"하

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한다. 분리의 차원은 화합물을 분리하는 단일 ”벌크 파라미터“

에 대한 기술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메탄올, 1,4-헥사디엔, 2,3-디클로로-옥타플루오로부탄이 

있는데, 이것을 증류에 의해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벌크 파라미

터“인 증류는 끓는점에 달려있는데, 이들 화합물들은 모두 끓는점이 64±1℃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분리가 GC에서 가스상과 고정상과의 분배특성에 기초한 벌크 파라미터라면 

이러한 화합물의 분리는 지극히 간단하다. 화합물의 분배계수, K는 간단히 K = Cs / Cm으로 정

의가 되며, Cs는 고정상에 흡착된 화합물의 농도이고 Cm은 이동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농도이다. 

이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고정상의 성상(화학 조성, 극성, 작용기의 형태, 두께, 등), 온

도와 압력과 같은 기기적인 파라미터가 있다. 이러한 모든 파라미터들이 분배계수에 영향을 끼치

며, 분리를 좌우하는 벌크 파라미터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에 다양한 화합물들이 동일한 파라미

터 값을 가지면 이러한 특정 분리차원에서는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고정상이 분리에 이

용된다면 분리를 좌우하는 파라미터가 변경되며, 다른 차원에서 분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복잡한 화합물을 대상으로 할 때 모든 화합물을 단일 분리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다차원 시료들을 분리하기 위한 다차원 분리기법이 개발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화합물의 차원과 분리시스템의 차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Giddings에 의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Giddings는 시료의 차원을 “시료의 조성을 정성하기 위해 상술

되어야 할 독립적인 변수의 수”라고 정의했다. 또한 Gidddings는 향상된 해상도와 분리능을 얻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분리기술을 한 시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Giddings 등, 

1984). 명확한 분리를 위해서는 시료를 먼저 한 차원에서 분리를 하고 연이어 다음 차원에서 분리

를 하는 개념이며, 최상의 결과는 두개의 분리 기작이 독립적일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유사한 화합물 내에서는 두 가지의 분리기작 사이에 약간의 상관성이 있어서 종종 retention 

plane에 대각선이 생기게 된다. 

Comprehensive 분리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종합적인 분리는 모든 시료가 분리 기작

에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알칸 화합물을 GC로 분리하는 것도 종합적인 분리

로 이야기할 수 있다. Giddings의 논지에 따르면 분리가 다종의 분리차원을 포함하게 되면 “종합

적인 다차원 분리”는 모든 시료가 모든 차원의 분리 기작에 노출되고 연이은 분리 차원은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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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차원에서 분리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GC-MS가 대표적인 다차원적인 기술이다(그림 3-3-13). 질량분석기를 검출기로 이용하게 되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에다 질량 스펙트럼 정보를 추가하게 되므로 GC분석이 강력하게 된다. 이

러한 분석은 분석물질의 정성에 머무름시간(retention time)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차원인 질량 스

펙트럼 정보까지 포함하게된다. GC-MS를 이렇게 두가지 독립적인 분리방법으로 이해하게되면 

다차원 분리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복잡한 시료의 경우 이러한 분석기법도 

충분한 분리능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림 3-3-13. GC-MS 데이터의 다차원적인 속성. 크로마토그래피적인 차원은 X축에 질량스

펙트럼 차원은 Y축에 표현되어 있다.

석유, 음식, 향료산업 및 환경시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복잡한 시료의 경우 GC-MS보다 더 

강력한 분석방법이 채택되어야한다. 두가지 분리기법을 2D-TLC (thin layer chromatography)

와 개념상 같은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GC의 피크용량과 분리능을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GCxGC 분석을 진행할려면 두개의 컬럼에서 독립적인 분리가 발생해야한다. 초기에 

이러한 개념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려웠다. 2D-TLC 분리의 경우 그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간단하다. 첫 번째 분리가 완료된 후 플레이트를 물리적으로 90° 회전한 후 두 번째 다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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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용매를 흘려주면 된다. 그러나 GCxGC의 분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컬럼에서 분리가 완료된 

후 다른 컬럼에서 두 번째 분리가 수행되어야 하며, 첫 번째 차원의 분리정보가 저장되어야한다. 이

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컬럼을 연결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1991년이 되어서야 고 John Phillips

가 아주 간단한 모듈레이터를 이용해서 GCxGC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2.1.1. GC x GC의 기초

가. GCxGC 분리의 원리

  진정한 다차원 분리가 되기위해서는 관련된 서로 다른 분리방법은 독립적이어야한다; 즉 직교

(orthogonal)해야한다. GCxGC의 경우 서로다른 머무름 기작에 기반해서 화합물을 흡착할 수 

있는 두개의 컬럼이 연결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차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종합적

인 이차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구분되어야한다. 전자의 경우 대개 heart-cut GC를 의미한다. 

Hear-cut GC에서는 두개의 분리 컬럼이 사용되지만 단지 첫째 컬럼을 통과한 소량의 부분만이 

두 번째 컬럼으로 유입된다. 부연하면 첫 번째 차원의 소규모 분리정보만이 두 번째 차원으로 유입

되어 분석된다(그림 3-3-14A).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중 heart이 가능해졌지만 분리를 위한 분

취 시간은 제한적이다(그림 3-3-14B). 그림 3-3-14C에서 보듯이 heartcut의 수와 heartcut의 

분리를 위한 시간이 충분해서 종합적인 다차원 GC 분리가 가능해졌다. 첫 번째 차원에서 나온 물

질이 주기적으로 채취되어 첫 번째 차원의 분리정보가 보존되고 시료내 화합물 모두가 두가지 분

리차원에서 분석이 진행된다. GCxGC는 결국 대량의 순차적인 heart-cut이 연속적으로 분석되

는 방식이다.

GCxGC 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본 사양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직교하는 GC 컬럼이 있어야 

하며, 서로 인터페이스나 모듈레이터로 연결되어 일차컬럼에서 나오는 화합물을 샘플링하거나 모

아서 주기적으로 이차컬럼으로 유입해야 한다. 그림 3-3-15은 기본적인 GCxGC 시스템의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GCxGC 시스템으로 주입된 시료는 일반적

인 일차원 GC와 마찬가지로 먼저 일차컬럼에서 크로마토그래피적인 분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검

출기로 연결되지 않고 일차컬럼에서 나온 화합물은 모듈레이터로 들어가게된다. 이 모듈레이터는 

화합물을 일정한 시간동안 모아서 짧은 크로마토그래피 펄스 형태로 이차컬럼으로 주입하게된다. 

그리고나서 일차컬럼에서 또다른 부분을 모아서 이차컬럼으로 보낼 준비를 하게된다. 이 기간동안 

이차컬럼에서는 이전 부분의 분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집과 주입 과정은 분석 전과정을 통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차컬럼에서는 일차컬럼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정과는 독립적으로 분

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이차컬럼을 통과한 화합물들은 검출기에 도달해서 일련의 짧은 두 번

째 차원의 크로마토그램을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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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다차원 GC의 개념. (A) 단일 heart-cut GC 분석. (B) 이중 hear-cut 분석. (C) 

종합적인 이차원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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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레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그림 3-3-16에 설명되어 있다. 서로 다른 고정상을 가진 두개의 컬럼

을 인터페이스가 없이 일련으로 연결하게 되면 단지 일차원적인 분리만 얻게 된다. 두가지 화합물

이 일차 컬럼의 말단에서 분리가 되더라도 다시 합쳐져서 검출되게 된다(그림 3-3-16A). 반면에 

적정한 모듈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일차 컬럼에서 나온 화합물이 이차 컬럼으로 연속적으로 유

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차 컬럼에서의 분리정보가 유지된채로 이차 컬럼으로 주기적으로 

유입되어 GCxGC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그림 3-3-16B).

그림 3-3-15. GCxGC 시스템의 블록 다이아그램. (a) 주입구; (b) 주 컬럼; (c) 컬럼 커넥터; (d) 

GCxGC 인터페이스; (e) 이차 컬럼; (f) 검출기; (g) 이차컬럼을 위한 선택적인 이차오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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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GCxGC 인터페이스의 필요성. (A) 모듈레이터를 통해서 제어되지 않는 일차 컬

럼과 이차 컬럼의 연결. (B) 모듈레이터를 통한 일차 컬럼과 이차 컬럼의 연결. 분리가 된 밴드가 

순차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모아져서 다시 분리정보가 유지된 채로 이차 컬럼으로 주입됨.

일차원의 크로마토그램 정보는 적절한 샘플링 주기를 통해서 보존되어 전달되게 된다. 일차원에서 

분리된 정보를 보존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일차원 피크에서 세차례 이상 샘플링되어야 한다. 만약 

일차원에서 나온 피크의 폭이 18초라면 모듈레이션 주기가 6초 이하가 되어야한다. 그림 3-3-17

에서는 일차원 분리의 보존에 미치는 모듈레이션 주기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로 제시된 모듈

레이션 주기는 6초이며, 피크당 4차례의 샘플링을 해서 일차원 분리의 신뢰성 있는 제시하고 있는 

반면 12초로 하면 피크당 2차례만 샘플링이 되어 일차원 분리가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는다. 일차

원 분리가 이차원 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듈레이션 단계에서 모든 물질을 모을 수 있어야하며 

주기적으로 좁은 밴드 형태로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할 수 있어야한다. 모듈레이션의 위상(phase)

도 일차원 분리와 검출기에서 관찰되는 피크 높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rriott 등(2002)

에 의하면 위상은 일차원 분리에서 나온 피크의 위치에 대한 펄스의 위치로 정의된다. 만약 동일한 

시료를 분석할 때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모듈레이션 시작 시기를 주입시기와 맞추는지, 늦게 

하는지에 따라서 최종 크로마토그램에 두가지 약간 다른 피크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3-3-17B, 

E는 위상차이가 없이, 그림 3-3-17C, F는 위상차이를 3초로 했을때의 결과이다. 위상은 기기적

인 변수로 재현성있는 GCxGC 크로마토그램을 얻기 위해서 제어되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GCxGC 분리의 이차원 피크의 폭이다. 폭이 좁을 수록 제한적인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가 채워질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크용량이 증가되게 된다(그림 3-3-

18). 두 번째, 두개의 피크가 동일 면적을 가졌을 때 좁은 피크의 높이가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신

호의 강도가 증가되면 시스템의 민감도가 잠재적으로 향상된다. 민감성에 있어서 게인(gain)의 강

도는 모듈레이션 형태, 주기 이차원 컬럼에서 분리에 달려있다. 신호세기의 증가수준은 모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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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일차 컬럼에서 나오는 시료를 샘플링(sampling)보다는 모을(collection) 때 향상된다. 후자

의 경우 시료가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되기 전에 물리적으로 압축되었을 때, 신호세기가 증가하게 

된다. 모듈레이션 빈도가 감소하면 일차원 분리의 해상도가 나빠지지만, 일차원 피크가 적은 수의 

큰 부분으로 모아져서 결과적으로 이차원분리에서 세기가 증가된 피크형태로 나타나게된다. 큰 부

분을 모으게 되면 일차 컬럼에 있는 컬럼이나 셉텀(septum)의 블리딩(bleeding)과 같은 잡신호까

지 더 모아지게 되어서 민감도 증가에 저해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크로마토그래의 잡신호는 

대개 이차원 컬럼에서 분석대상물질과 분리되게 된다. 이는 잡신호가 대개 유의한 머무름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차원 컬럼에서 dead time에 용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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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일차 분리의 보존을 위한 모듈레이션 주기 선택의 영향. (A,D) 이론적인 일차원 

분리. 네가지 화합물이 각각 24초의 피크폭을 가지고 있음. (B) 모듈레이션 주기 6초, 페이싱 0

초로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 (C) 모듈레이션 주기 6초, 페이싱 3초로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 (E) 

모듈레이션 주기 12초, 페이싱 0초로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 (F) 모듈레이션 주기 12초, 페이싱 

3초로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 원래의 일차원 분리는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72배 확대됨. 재구

성된 일차원 크로마토그램은 대시라인으로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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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이차원의 신호 강도와 피크 용량에 대한 이차원 피크 폭의 영향. (A) 그림 3-3-

17B의 일부를 확대(이차원 피크폭이 180 ms). (B) (A)와 동일하고 피크 폭이 300 ms로 늘어남.

나. 자료해석

  GCxGC를 이용한 실험은 일차컬럼에서 나오는 물질을 샘플링하고 이것을 좁은 주기적인 펄스 

형태로 이차컬럼에 주입하는 것을 포괄한다. 검출기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차 컬럼에서 순서대로 

용리되는 일련의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이다(그림 3-3-18A). 조건이 잡힌 GCxGC 실험에서는 일

차컬럼의 피크가 적어도 세 번 이상 샘플링되기 때문에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에도 적어도 세 개이

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번

거로운 일이다. 먼저 초기에는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에서 시리즈로 나오는 피크가 같은 화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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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것인지 다른 화합물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더불어 상세하게 종이에다 전체의 처

리되지 않은 크로마토그램을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데이터가 주로 3차원 그림

으로 변환되어 X축에는 일차원의 머무름 시간이, Y축에는 2차원의 머무름 시간이 표현된 윤곽선

(contour) 그림으로 표현된다. 그런 크로마토그램에서는 피크들이 다양한 색상이나 등고선 형태

의 반점들로 나타난다(그림 3-3-19).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의 모듈레이션 주기와 원본 크로마

토그램의 신호를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으로 나누기 위한 이차원 컬럼에서의 펄스를 이용한다. 이

러한 크로마토그램을 나란히 GCxGC 머무름면에 배열하고 최종적으로 윤곽선 그림형태나 3차

원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림 3-3-19. GCxGC 데이터의 해석과 윤곽선 및 3차원 그림의 생성에 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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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레이션 펄스가 일어나는 시간이 펄스와 다음 펄스 사이에 나오는 모든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결정한다. 이차원 피크의 머무름 시간은 원래(1차원)의 머무름 시간에 일차원 머무름 시간을 뺀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피크에 대한 적어도 세 세트 이상의 머무름 시간이 되며 일차원 피크가 모

듈레이터에 의해서 몇 부분으로 샘플링되는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어진 화합물에 대해 머무름 

축(일차, 이차 머무름 시간)이 계산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잘린 조각에서 

피크의 일차와 이차 머무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일차원 머무름 시간이 ±1 모듈

레이션 주기로 정확하지만 모듈레이션 사이클과 주입시간의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재현성에 문제

가 발생한다. 구성이 잘된 시스템에서는 머무름 축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잘 적용될 수 있다. 

일차원 머무름 시간을 결정하는 또다른 방법은 피크 조각의 신호세기와 각각의 조각에 대한 일차

원 머무름 시간을 정규분포 함수로 상관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일차원 피크의 꼭지점이 모

듈레이션이 없다면 나오는 시간을 계산한다. 이 접근법은 매우 좋은 재현성(평균적으로 0.2%미만

의 상대표준편차)을 보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번거로운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완벽

하게 동조되지 않으면 모듈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변이들을 조정해야한다. 

종종 GCxGC 데이터는 윤곽선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 이차원 컬럼에서의 불감시간(dead time)

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차원 컬럼에서의 불감시간이 짧거나 미약하게 칼럼에 머무르게 

되면 2차원 크로마토그램에서는 일차원 머무름 시간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음 모듈레이션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화합물이 이차원 컬럼에서 용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차원 컬럼에서 

불감시간이 모듈레이션 주기에 비해 길면 컬럼에서 머무르지 못한 화합물이 이차원 평면의 중간

에 나타나게 되며 나머지 화합물들도 다음 조각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고 해석하기 편한 크로마토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듈레이션 펄스 시간

이 이차원 불감시간에 맞춰서 증가되어야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크로마토그램이 이차원 축에서 시

간이 증가된 만큼 하향되게 되고, 이차원 컬럼에서 머물지 못한 화합물들은 이차원 축의 바닥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그래픽한 결과에만 영향을 주고 원래의 머무름 파라미터들은 

파일에 유지된다. 

GCxGC의 정량분석은 일차원 GC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한 개의 피크만 계산하는 것

이 아니고 하나의 분석대상화합물에 대해 여러 개의 피크가 있는 것이 다르다. 개별 화합물에 대

한 전체 신호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에서 나오는 개별 피크를 계산하여 

합산해야 한다. 데이터를 정량하는 방법은 Beens 등(199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GCxGC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가장 큰 난제는 자료처리이다.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봉착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먼저 최근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

이 개발되지 않아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크 검색이나 패턴 일치성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해야했다. 두 번째 문제는 GCxGC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데이터

의 양이다. 분리에 걸리는 시간은 대개 한 시간 이상이며, 100 Hz 이상의 빈도로 자료가 생산되어

서 가장 간단한 단일 채널 FID와 같은 검출기에서도 1에서 2 메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생산된

다. 만일 TOF-MS(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er)와 같은 검출기가 사용되면 데이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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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수백 메가바이트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새로운 자료

해석 방법이 개발되고 컴퓨터가 개발됨으로써 극복이 되고 있다.

자료해석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차원에서 피크의 머무름 시간이 모듈레이션 주기보다 길었을 

때 발생한다. 이 피크는 다음 모듈레이션 사이클 동안에 이차원 컬럼으로 주입되는 화합물과 같

이 용출되어서, 동시용출(co-elution)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듈레이션 주기의 길

이에 따라서 실제 머무름 시간보다 짧은 이차원 머무름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러한 피크는 용어

상 “wraparound" 피크라고 한다. Wraparound 피크는 중요한 피크가 나와야할 지역에서 나

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피크들은 다른 피크들보다 폭이 넓게 되는데, 이는 이 화합물

이 이차원 컬럼에서 상대적으로 길게 머무르게되며 GCxGC 크로마토그램의 특성을 방해하게 된

다. 그러나 wraparound 피크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되어야한다. 만약 

wraparound 피크가 분리공간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고 크로마토그램의 구조를 보존하는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피크를 정성, 정량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또한 이 피크들이 다른 

화합물들과 동시에 유출되더라도 분석대상 화합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히 GCxGC 크로마토그램에서 견지되어야할 무언가가 존재한다.

GCxGC 분석을 수행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분석대상 화합물 각각이 두개의 머무름 시간을 가

지게 되므로 머무름 시간에 의해 정성을 하게 되면 일차원 GC에 비해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

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개의 독립적인 일차원 GC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정성능력

을 제공한다. 

GCxGC 분석의 또 다른 특성은 크로마토그램의 정돈된 특성이다. 화합물의 동족계열에 속한 피

크는 일반적으로 이차원에서 직선상에 배열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차원상에서 피크가 배

열된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화합물의 정성적인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부

분의 연구자들은 휘발유의 GCxGC의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의 패턴으로 알칸, 알켄, 알킬화된 

벤젠, 그리고 나프탈렌 시리즈를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일차원 GC에서는 불

가능하다. 또한 개별화합물들을 2차원상내 다른 화합물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정성할 수도 

있다. 

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램에서의 정돈 특성과 머무름 축에서의 재현성으로 GCxGC가 환경법과학 

분야(environmental forensics)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환경법과학 분야에서는 

시료들을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고 하나의 시료에서 다른 시료를 피크의 패턴이나 밴드로 

비교하게 된다. 각 구성성분들의 정확한 정성은 중요하지 않다. GCxGC는 훨씬 더 정밀한 패턴을 

제공하므로 비교대상 시료가 동일 시료인지 판단하기 쉽다. 

근래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통계적인 도구를 GCxGC 분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패턴 일치성 확인을 위해서 ANOVA(analysis of variance) 테스트와 주요인분석법(prin-

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된 바 있다. 시료들이 특성상 아주 유사하므로 이러한 통계학

적 기법들은 각각의 시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구분하고 계열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

술들은 GCxGC 시스템이 생산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명되

고 있다. 또한 GRAM(generalized annihilation method) 기법을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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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잡신호를 제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크로마토그래피의 해상도를 감쇄

하고 GCxGC의 분리속도를 증가시키고 통계학적 처리를 통해 분리를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기기구성

  일반적인 일차원 GC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기구성이 GCxGC에서도 대부분 사용된다. 주입

구와 주입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GC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기법이라도 이론적으로는 GCxGC에 

적용할 수 있다.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일차 컬럼은 대개 15 - 30 m x 0.25 mm에 0.25 - 1.0 um 필름 두께의 컬

럼이 사용된다. 이러한 컬럼들을 이용하면 이차원에서  전형적인 모듈레이션에서 요구되는 수준

인 3 - 6초 수준에 맞는 피크 폭이 10 - 20초인 크로마토그래을 생산하게 된다. 일차컬럼은 일반

적으로 비극성 고정상인 100%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이나 95/5 메틸/페닐실

록산 재질이다. 이차원 분리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고정상이 일차컬럼과 다른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해야한다. 이차 컬럼에서 용출되는 분석대상 화합물의 머무름 시간은 모듈레이션 주

기와 비슷하거나 짧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차 컬럼 선택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컬럼은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짧으므로 충분히 효율이 좋아야 하며, 같은 이유로 짧아야한다. 일반적인 사양

은 0.5 - 1 m 길이에 0.1 mm 구경인데 일부 연구자들은 0.25 mm 구경을 선호하기도 한다. 얇은 

고정상 필름 두께를 가진 컬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0.1 - 0.25 um), 이는 얇은 필름 컬럼이 

두꺼운 필름 컬럼에 비해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차원 컬럼을 위한 고정상은 일차 컬럼과 다른 

분리 기작을 제공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왁스기반 컬럼이나 50/50 페닐/메틸상이 사용되지만 가

끔씩 액정상(liquid crystal phase)이나 플루오르화상(fluorinated phase) 혹은 키랄상(chiral 

phase)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GCxGC에 이용될 수 있는 검출기는 전통적인 GC와 유사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반응성이 아주 

빨라야한다. GCxGC에서 용출되는 피크는 좁으며 일반적으로 피크폭이 150 - 400 ms 범위이

다. 그러므로 피크 형태(적어도 피크당 10개 포인트)를 표현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검출기가 적어도 50 Hz이상의 주파수를 가져야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맞는 

GC 검출기는 극히 적은 수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불꽃이온화검출기(FID, flame ioniza-

tion detectors)를 이용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이크로 전자포획검출기(u-ECD, micro elec-

tron capture detector), 원자방출검출기(AED, atomic emission detector), 혹은 황 화학발광 

검출기(SCD, sulphur chemiluminescence detector)를 이용하기도 했다. GCxGC 역사의 초

기에 연구자들은 GCxGC 크로마토그램에서 검출되는 다수의 피크를 정성하기 위해질량분석기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질량분석기는 스캔 모드에서 GCxGC에서 획득되는 좁은 

피크를 다루기에는 데이터 획득속도가 너무 느렸다. GCxGC에서 질량분석 자료 전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속 TOF-MS(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er)가 요구된다. GCxGC-TOF-MS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가 되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해석하고 처

리해야할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GCxGC 시스템의 핵심부는 모듈레이터다. 인터페이스의 두가지 기본적인 방식은 열 모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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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modulator)와 밸브방식 모듈레이터이고 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열 모듈레이터 

방식은 두가지 그룹으로 하나는 히터방식(온도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극저온방식(cryogenic) 인

터페이스이다.

(1) 열 모듈레이터

① 히터방식 모듈레이터

  Phillips의 첫 번째 모듈레이터는 1991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두꺼운 필름 컬럼 부위를 채택

하고 금 페인트로 코팅하였다. 일차 컬럼에서 분리된 밴드가 컬럼의 두꺼운 부분으로 유입되면 고

정상과 반응하여 분배되어 속도가 느려지면서 좁은 밴드로 된다.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급속 가열

이 되고 고정상에 잡혀있던 화합물이 이동상으로 흘러나와 이차 컬럼으로 이송되게 된다. 전기 공

급을 끊게되면 냉각되어 다시 화합물과 반응하게 된다(그림 3-3-20).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이중 트랩 방식으로 진보되었지만 여전히 페인트코팅이 강하지 않아서 재현성에 문제가 있

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초로 GCxGC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뒤이은 여러 방식의 모듈레이터

의 출발점이 되었다.

최초의 신뢰성 있는 히터방식 모듈레이터 역시 Phillips에 의해 개발되었다. 회전히터 모듈레이터

는 트랩, 집중, 재주입을 두꺼운 필름 부위의 GC 컬럼을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회전 모듈레이터로 

제어하였다(그림 3-3-21). 이 방식의 모듈레이터는 최초로 상용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었

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가장 큰 단점은 일반적

인 오븐 온도에서  휘발성 물질을 트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회전 부분이 잠재적으

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히터방식으로는 inline 마이크로 흡착트랩을 사용하

는 것과 히터 쟈켓을 이용하는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생적인 단점인 휘발성 물질의 모

듈레이션에 있어서는 모두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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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Phillips 모듈레이터의 작동 모식도. 두꺼운 선은 금속 페이트가 칠해진 두꺼운 

필름 트랩 컬럼 부위. (A) ~ (C). 최초로 사용된 방식. (D) ~ (G) 이중 트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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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A). 회전히터 모듈레이터 방식의 동작 모식도. (B) ~ (F). 트랩, 집중, 2차 컬럼

으로의 주입에 대한 단계적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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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극저온방식 모듈레이터

히터방식은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반면 극저온 방식의 모듈레이터는 호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Marriott의 첫 번째 모듈레이터는 LMCS (longitudinally modulated cryogenic system)방식

이다(Kinghorn & Marriott, 1998). 이 인터페이스 방식은 히터방식과 원리상 같으며 온도 제어

방식만 달라서 저온에서 트랩하고 오븐온도에서 이차 컬럼으로 주입한다. 그림 3-3-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컬럼의 일부가 액체 이산화탄소로 냉각되어 분석물질을 트랩하고, 트랩이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트랩된 부분이 이송되며, 동시에 냉각된 부분이 데워져서 이차 트랩이 진행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문제없을 정도의 신뢰성을 지녀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년

간 사용되었다. 히터방식에 비해 고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트랩된 물질의 탈착을 위해 단지 오븐 

온도로만 승온하면 되었다. 그러나 초기 LMCS 방식의 단점은 트랩이 움직이기 때문에 컬럼에 손

상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이 -50℃까지만 되

어 휘발성이 아주 강한 물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저온 방식이 히터방식에 비해 단점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대

부분 극저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두 가지 형태가 거의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었다. 하

나는 액체질소로 냉각하는 극저온 챔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터페이스에서 트랩하기보다는 얼

려서 분석물질을 잡아두고 전기 펄스형태로 열을 가해 이차 컬럼으로 이동시킨다. 이 방식은 모든 

휘발성물질을 트랩할 수 있고 이차 컬럼으로의 주입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단점으로 극저온 챔버에서 누출이 생겨서 밴드가 넓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트랩을 위한 

두개의 액체이산화탄소 냉각 제트와 탈착을 위한 두개의 가열제트를 사용하는 이 단계 모듈레이

터이다. 냉각 제트가 켜지면 물질이 트랩되고, 이어서 냉각제트가 꺼지고 가열제트가 켜지면 탈착

이 일어나며 동시에 이차 냉각제트가 켜져서 포커싱이 되며 최종적으로 이차 가열제트가 켜져서 

이차 컬럼으로 주입되는 방식이다. 모든 단계는 순차적으로 제어되며 수행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4가지 제트가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

분의 극저온 모듈레이터 방식의 기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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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A). LMCS 방식의 동작 모식도. (B) ~ (E). 극저온 트랩이 수직으로 움직여 트

랩, 집중, 재주입을 하는 단계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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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s 등(2001)은 위의 방식을 단순화해서 단지 두개의 냉각 제트만을 사용해 트랩하는 데 이용

하고, GC 오븐을 사용해서 탈착하는 방식을 개발했다(그림 3-3-23). 더 간단해진 형태는 단일 

제트를 사용하는 단일단계방식으로 Adahchour 등(2003)이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방식은 현재까

지 개발된 극저온 방식 중 최고로 간단한 형태이다. 극저온 방식의 모듈레이터를 개발할 때 대부

분의연구자들은 액체이산화탄소 기반 냉각제트를 사용한다. 액체이산화탄소는 실온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액체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냉각장치의 디자인이 간단해지고 설치

가 간편하다. 그러나 액체이산화탄소의 단점은 휘발성이 큰 화합물을 트랩하기에 충분한 냉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액체질소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이송시스템이 복잡하고 비

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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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A). 이 단계 냉각제트 방식의 동작 모 식 도. (B) ~ (D). 두개의 냉각제트가 온오

프를 반복하여 트랩, 집중, 재주입을 하는 단계별 모식도.

회전 이산화탄소 노즐에 기반한 극저온 모듈레이터 방식 또한 개발된바 있다. 최초 개발된 방식은 

이중 노즐 방식이었지만 단일 노즐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장점으로 밸브가 필요 없고 LMCS에서 

보였던 이동부위에 의한 손상 역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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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기반 GCxGC 인터페이스

  GCxGC 인터페이스의 또다른 그룹은 밸브기반 인터페이스이다. 밸브를 채택한 최초의 시도는 

다이아프램 밸브를 이용하는 것이다(Bruckner 등, 1998). 인터페이스로 가열된 6포트 다이아프

램 밸브 중 네 개의 포트를 이용했다. 그림 3-3-2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밸브에 일차 컬럼, 보

조가스 공급선, 이차 컬럼 그리고 제한적인 배출구가 연결되어 있다. 일차 컬럼을 통과한 용출물

(effluent)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이차 컬럼에는 보조가스가 연결된 상태로 있다가, 밸브가 

작동되면 짧은 시간동안 일차 컬럼에서 용출된 화합물이 이차 컬럼으로 이송된다. 이 방법은 열기

반 모듈레이터 방식에 비해 덜 민감하고 단지 10 - 20%의 일차 컬럼 용출 화합물만을 이차 컬럼

으로 보내 분석을 진행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3-24. 밸브기반 모듈레이터의 모식도

보다 개선된 형태의 밸브기반 모듈레이터는 Seeley 등(200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샘플루프와 6

포트밸브 모두를 사용한다(그림 3-3-25). 일차 컬럼에는 느린 유속으로 이동상을 흘리고 이차 컬

럼에는 아주 빠른 속도의 유속을 유지한다. 일차컬럼에서 용출된 화합물이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샘플루프에 모아져서 물리적으로 압축된 상태로 이차 컬럼으로 이송되게 된다. 이 방법은 일차 컬

럼에서 나오는 80% 가량의 용출 화합물이 샘플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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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기반 모듈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일차 컬럼 용출 화합물의 부분적인 배출 때문에 이 방식이 진

정한 의미의 comprehensive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2003년에 개최된 Comprehensive 

다차원 크로마토그래피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비록 열방식 모듈

레이테와 같이 감도증가가 생기지 않지만 이 방식 또한 comprehensive한 의미의 다차원 크로마

토그래피로 인정받게 되었다. 밸브방식 모듈레이터의 장점은 휘발성 화합물에 대해서도 break-

through가 발생하지 않으며 극저온 냉각방식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속한 밸브 개폐로 아

주 빨리 이차원 분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좁은 밴드의 주입이 가능하다. 주요한 단점으로 지적

되는 것은 밸브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유로상에 위치하게 되며 고분자량 화합물을 탈착시킬 수 있

을 만큼 승온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다이아프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은 새로운 모듈레이션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극복이 되고 있으며, 2003년 초에 소개

된바 있다. 그림 3-3-26에 제시된 인터페이스와 같이 두개의 샘플 루프와 공기압축방식 개폐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일차 컬럼에서 나온 용출 화합물이 하나의 샘플루프에 트랩되

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차 컬럼으로 주입되어 분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한 장점

은 일차 컬럼에서 나온 모든 화합물이 2차 컬럼으로 주입되는 것이다. 또한 밸브가 시스템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도제한이 없어진 점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유속이나 모듈레이션 주기가 변

하게 되면 샘플 루프의 규격이 바뀌어야하므로 융통성이 없으며 공기압축 방식이므로 전 시스템의 

압력 균형이 세밀히 제어되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3-3-25. 밸브기반 샘플루프 방식 모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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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Seeley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의 솔레노이드 밸브, 샘플 루프방식의 모듈레이터

2.2.2. GC x GC의 응용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실제시료에 적용했을 때 장점이 

뚜렷해야한다. GCxGC는 분리능 향상, 감도향상, 그리고 그룹별로 정돈된 크로마토그램을 생산

할 수 있어서 새로운 분석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과학의 다

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석유화학이나 환경시료가 연구되었지만 적용분

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식품, 향수, 건강, 그리고 법의학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표 

3-3-11에서 제시된 것은 전통적인 분석방법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유류는 수천종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의 화합물이 분석대상화합물이다. Beens 등(2000)은 GCxGC를 이용해서 비방향족계 용매, 등

유, 원유 그리고 올레핀계 유류시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조적으로 정돈된 크로마토그램

을 이용해서 정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원유의 경우 극히 복잡한 혼합물로 백만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포화, 불포화탄화수소, PAHs, 그리고 호판과 같은 바이오마커 화합

물의 분석대상이다. GCxGC를 이용하면 크로마토그램이 구조적으로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한 화합물들을 쉽게 정성 및 정량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분석기술로 

거의 불가능했던 개별 미량화합물들을 정량할 수 있다. 

환경시료의 경우 GCxGC를 이용하면 일차원 GC에 비해 분리능과 민감도가 크게 향상된다. 분

리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료물질에서 분석대상화합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정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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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시료에서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극성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다.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복

잡한 특성 때문에 현재까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화합물들이 분석가능해

졌다. 일차원 분리에서는 단지 10 - 20개의 피크만 분리되고 나머지 화합물들은 동시에 용출되어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GCxGC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100 - 200개의 화합물이 분리되었으

며 이들 중 일부는 낮은 농도에서도 잠재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많은 연

구자들이 GCxGC를 이용해서 대기화학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표 3-3-11. 다양한 분야에서 GCxGC을 적용했을 때의 장점

적용분야 1차원 GC와 비교한 장점 참고문헌

석유화학/유기화학

뚜렷한 분리능 향상

Schoenmakers 등(2000), 

Gains 등(1999), Fraga 등

(2000)

Beens 등 (2000),  

Frysinger 등(2003), 

Frysinger 등(1999)

그룹별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으로 정돈된 

크로마토그램

식품/향수

뚜렷한 분리능 향상

미량분석 가능

시료가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분리가능했을 때 

전처리의 간소화

환경/건강

뚜렷한 분리능 향상 Lewis 등(2000)

민감도의 증가

시료 전처리 간소화

다중 일차원 분석 대체가능(예, PCB 분석)

법의학(Forensics)

뚜렷한 분리능 향상

그룹별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으로 정돈된 

크로마토그램

GCxGC를 이용한 연구는 고해양학(paleooceanography)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고해양

학 연구의 관심분야 중 하나는 고해양의 수온이다. 수온추정 방법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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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37 지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검출법으로 일차원 GC를 사

용하게 되면 일부 시료의 경우 분석대상 물질이 겹쳐서 검출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할 때가 있

다. GCxGC는 이러한 피크가 분리가능하므로 고해양학 프록시(proxy)의 계산에 정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Johnson 등, 2003).

2.2.3. GC x GC를 이용한 유지문기법 개발

가. 대용량시료주입기(LVSI, Large Volume Splitless Injection)

  환경시료의 극미량분석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법 

중의 하나가 시료의 대용량 주입방식이다(그림 3-3-27). 대용량 시료주입방식의 특징은 시료의 

농축, 정제과정을 생략하고 추출용매를 대용량으로 주입함으로써 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용량시료주입기의 특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최종검출기의 분리능이 좋아야한다.  GCxGC

의 경우 분리능이 다른 일차원 GC에 비해 탁월하기 때문에 대용량 시료주입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3-27. 대용량시료주입기, 액체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GCxGC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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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시료주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료와 같이 주입이 되는 용매의 휘발과 응축이 적정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GCxGC에 채택된 대용량시료주입기의 경우 50 ul까지 주입이 가능하며 일단 시

료가 주입되면 낮은 온도에서 용매의 휘발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분석시료는 밴드의 형태로 컬럼

으로 유입되며 동시에 용매는 가드 컬럼에서 재응축이 되게 된다. 재응축된 용매는 오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휘발이 되고 분석시료는 용매의 말단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컬럼의 유속을 증가

시키면 주입구의 압력이 높아져 시료 및 용매의 주입속도가 빨라져 시료의 손실없이 컬럼으로 유

입되게 된다(그림3-3-28).

그림 3-3-28. 대용량 주입기의 모식도

나. 장비구성 및 분석조건

  Trace GC Ultra(Thermo Electron)에 GCxGC를 구현하기 위한 이중 이산환탄소 제트 모듈레

이터가 장착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최종 검출기로 고속 불꽃이온화검출기(FID, Flame Ioniza-

tion Detector, 300 Hz)를 이용하였다. 대용량 시료의 주입을 위해 LVSI를 이용하였으며, 라이

너로 105 mm x 5 mm I.D. 유리라이너를 사용하였으며 불활성처리가 된 유리솜(Supelco)을 라

이너에 8 mm 채웠다. 일차원 컬럼으로 DB-5(Agilent) 30 m x 0.32 mm I.D. 필름두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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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를 채택했다. 이차원 컬럼으로는 BPX-50 1 m x 0.1 mm I.D. 필름두께 0.1 um를 선택하

여 일차원 컬럼과 pressfit으로 연결하였다. 대용량시료주입을 위하여 가드 컬럼을 사용하였으

며 불활성처리가 된 5 m 컬럼(MEGA)를 일차원 컬럼과 pressfit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그림 

3-3-27).

오븐 온도 프로그램은 초기온도 75 ℃(6분간 정치), 승온 3℃/min, 최종온도 330℃로 설정되었

다. 이송가스의 유속은 초기 정치시간 동안은 3 ml/min으로 설정되었으며 7분 이후 0.8 ml/min

으로 분석완료시까지 유지하였다. 주입구의 온도는 270 ℃, 최종검출기의 온도는 300 ℃로 설정

하였다. 

시료주입을 위한 계산을 위해 대용량계산 프로그램(Thermo Electron)을 이용했다. 자료의 획득

과 계산을 위해서 GCxGC 버전 HyperChrom(Thermo Electron)을 사용했으며, 이 프로그램

으로 이차원 및 삼차원 크로마토그램 생성 및 정성, 정량이 가능했다. 

다. 표준물질을 이용한 정성, 정량

대용량시료주입기를 사용하기위해서는 GCxGC의 분석조건 최적화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19종의 PAHs에 대한 이차원 크로마토그램을 획득하였다(그림 3-3-29). 표

준물질 30 ul를 주입하였으며 용매 피크는 계산식에서 예측된대로 3.4분대에 모두 나왔다. 대용

량 시료주입기와 GCxGC를 결합한 결과 극미량(0.02 ng/ul)의 표준물질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C/MS에서 검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검출한계를 높인 것으로 앞으로 GCxGC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3-29. 대용량시료주입기를 이용해서 PAHs 표준물질 30 ul를 GCxGC에 주입하여 획

득한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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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제품유(경유)에 GCxGC를 적용하여 유지문기법에 대한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경유를 2500

배 헥산으로 희석하여 대용량시료주입기를 이용하여 30 ul 주입한 결과 PAHs 분석물질들이 분리

되어 정성, 정량이 가능했다(그림 3-3-30). 이차원에서 그래픽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던 화합물

도 3차원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뚜렷이 분리된 피크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1). 이러한 결과는 유류내 포함된 PAHs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여도 정성 및 정량이 가

능함을 보여주며, 대용량시료주입기를 채용한 GCxGC 및 자료처리 소프트웨어가 유지문기법에 

획기적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3-30. 경유시료를 헥산에다 1:2500 비율로 희석하여 GCxGC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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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경유시료를 헥산에다 1:2500 비율로 희석하여 GCxGC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3차원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하여 정성이 가능함

라. 유지문기법 개발: Group-Type analysis

복잡한 유류계 탄화수소는 수천종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분리가 극히 힘든 화합물이다. 이러한 복

잡한 화합물의 경우 개별화합물을 정성, 정량하기에 앞서 같은 계열의 화합물을 우선적으로 분리

해내는 패턴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GCxGC를 이용하여 복잡한 유류계 탄화수소의 분리와 소프트웨어의 패턴분석을 시도하였다. 등

유를 희석하여 대용량시료주입기를 이용하여 GCxGC에 주입하였으며 나머지 분석조건은 앞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림 3-3-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GCxGC에서 분리된 유사한 계열의 화

합물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검출결과를 가공한 결과 파라핀계열, 방향족계열로 뚜렷이 구분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GC에서는 불가능한 패턴분석으로 GCxGC를 이용한 유지

문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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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석유계탄화수소의 GCxGC 분석 크로마토그램. 그룹별로 분리되어 유지문판별

이 용이함

또한 유사한 계열의 탄화수소는 결합특성 뿐만 아니라 개별 그룹에서 알킬화 정도에 따라서도 그

룹별로 분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33). 유류계 탄화수소의 주요구성 성분은 대개 

알킬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리특성은 유종에 따라서 고유한 구성비를 가지는 알킬기들의 유지

문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3-33. 석유계탄화수소의 GCxGC 분석 크로마토그램. 탄화수소의 결합특성에 따른 그

룹분리 외에 알킬화정도에 따른 그룹분리가 가능

GCxGC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기존의 GC와는 다른 영역이다. GCxGC의 경우 기기적으로 더 복

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검출기에서 나온 결과 또한 해석이 상당히 복잡하다. 본 과

제에서 시도된 GCxGC의 경우 극저온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난점 또한 해결되어

야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시료에 대한 적용까지는 시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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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현재 다양한 유류시료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문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문 기법 개발이 추진 될 것이다. GCxGC를 이용한 유지문기법 개발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의미있는 연구이며 차후 국내 유류유출 사고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이용될 수 있는 기법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

3.1. 연구배경

  유류오염 또는 유류 유출사고 발생 시 퇴적물, 생물체 등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 유류의 기원을 

밝혀내고 사고유를 찾아내는 것은, 사고의 책임소재 규명, 정화복원의 주체 설정 등 오염정화복원 

및 피해보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비교적 수심이 얕고, 유류오염에 취약

한 환경조건을 가진 해역이 많으며, 한해 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는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연안해

양환경이 상시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변해역에서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증

가하고, 대중국 교역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원유를 수송하는 다수의 일본 유조

선이 우리나라의 남서해를 통과하는 등 사고의 잠재력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유류는 수천종이 넘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유의 산지, 제품유의 종류, 그리고 환경에서 

풍화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성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성상의 차이를 이용하

여 환경 내에서 유류성분을 검출하여 오염원을 판별할 수 있는 유지문감식법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 있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유지문 감식법에 따른 오염원 판별 및 환경 내 오염기여도 산

정은 해양환경에서 유류오염의 영향을 판단하고 해양환경을 정화·복원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해양환경에서는 유출유 외에도 다양한 기원의 유류오염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

라서 유류오염원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gas chromatograph(GC) 및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GC/MS) 등을 이용한 고도의 분석화학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GC/MS 등

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기원을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오염물질 상호간의 성분비 및 성분정보 등의 

분자지표(molecular signature)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 화합물의 분포 특성 및 화합

물의 분자지표는 오염된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을 구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오

염물질, 특히 유출유는 자연환경으로 유출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 광화학분해, 용해, 생

물분해 등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변화를 겪으며 그 화학적 구성성분이 원래 사고유의 구성성분

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풍화과정 등에 의해 화학성분이 크게 변화된 유출유의 경우에는, 

기존의 분자지표를 이용한 유지문분석법을 통해서는 유출된 기름과 사고 원인유의 연관성 또는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량의 저분자량의 휘발성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질유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내에 유출되었을 때 그 구성성분에 있어 다른 원유에 

비해 더 큰 변화가 발생하여 사고유 추적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즉, 많은 물리, 화학, 생물학

적 변화를 겪는 동안 오염물질 자체의 성분비를 원래 유입원의 성분비와는 다르게 왜곡시킴으로서, 

화합물 성분비와 분포특성만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오염물질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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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유출유, 특히 풍화된 유출유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유류의 풍화

작용 등 생물, 화학적 변화에 대해 보전적인 성격을 띠는, 즉 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 본질적인 지표를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잠재적인 유입원을 정확하게 

식별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학적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생

물, 화학적 변화에 보전적인 성격을 띠는, 탄소안정동위원소와 같은 화학물질 내의 본질적인 변수

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O'Malley et al., 1994; Yanik et al., 2003).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작용에 의해, 서로 다른 기원으로부터 생성된 화학물질은 그 고유의 안정동위원소비를 가지며, 이

는 자연환경 내에서 오염물질의 기원을 파악하는 중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탄소는 13C와 12C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안정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동

위원소의 비는 각기 다른 기작에 의해 생성된 물질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태계로 유출 되었을 때, 각 물질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그 물질의 기원을 

식별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오염물질의 안정동위원소 성분비는, 각각 고유의 동위원소 

성분비를 갖는 수백 혹은 수천의 개별 화합물의 가중 평균치이다. 따라서 특정 유기오염물질의 기

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이용한 대상 화합물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GC)와 연소로(com-

bustion furnace; C), 그리고 동위원소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RMS)

를 결합시킨 GC-C-IRMS를 이용한 개별화합물 동위원소 분석(Compound Specific Isotope 

Analysis; CSIA) 기법은,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기원과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무한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별화합물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기술은 물질의 기원 추적 외에도 물

질의 생성 조건 연구 등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전통적인 분자지표를 이용한 오염원 추적기술

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

화합물의 탄소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화합물의 분자조성보다 화학, 생물

학적 변화에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ngton et al., 1999; Smallwood et al., 

2002; Bjoroy et al., 1994; Bugna et al., 2004; Sun et al., 2005). 또한 유류의 주요 구성성

분인 alkanes, PAHs 등은 유류가 유출되어 자연환경 내에서 생분해 과정을 겪더라도 이들의 탄

소안정동위원소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Malley et al., 1994; Kelly 

et al., 1995; Trust et al., 1995). 따라서 GC-IRMS를 이용한 개별화합물 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생분해가 이루어진 유출유에서도 그 기원 또는 사고유와의 상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GC/IRMS를 이용한 연구는 휘발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화학제품의 유출 연구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제된 제품의 경우 성질이 다른 종류의 원유를 사용하더라도 정제된 제품 

간 화학조성이 상당히 유사하여 전통적인 GC 또는 GC/MS를 이용한 분자지표 분석을 통한 유지

문 분석법으로는 사고유의 판별이 어렵다. 또한 경질유의 경우에도 steranes, triterpanes과 같

이 유지문분석에 많이 쓰이는 고분자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지표를 이용한 사

고유 추적에 한계가 있으며, IRMS를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분석법만이 사고유를 추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휘발유의 주요 첨가제인 MTBE(methyl tert-butyl ether)나 특

정 솔벤트와 같은 단일 물질의 유출사고에 있어서도, 다른 화합물과의 비교를 통한 유지문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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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없다. 따라서 GC나 GC/MS를 이용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이들 물질의 기원을 구분

해 낼 수가 없고, 동위원소 분석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GC-C-IRMS를 이용하여 원유의 유지

문을 분석하면, 시료간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차이를 통해 각종 원유 또는 화합물질을 명백히 구

별해 낼 수 있다.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유류오염 기원파악에 대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서, Calder and 

Parker(1968)는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냉각수가 석유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배출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류오염사고 후 풍화가 많

이 진행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오염원이 혼재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다. 

Exxon Valdez 사고 해역에서 해안가에 표착된 타르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한 결과 사고

유가 아닌 원유의 자연적인 누출(oil seep)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Kvenvolden et al., 

1995), 에리카호 사고 시 유출사고를 틈타 무단 폐기된 폐유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Mezeas and 

Budzinski, 2002). 또한 새의 깃털에 잔류한 풍화된 기름을 분석하여 사고유의 영향임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으며(Mansuy et al., 1997), 원유 생산지 인근의 타르가 주변을 항해하던 유조선에서 

누출된 연료유임을 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하여 밝혀내기도 하였다(Wang et al., 1998; Philip, 

2002).

유류는 다양한 산업활동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해 자연으로 유출된다. 이러한 유류의 안정동위원

소 성분비는, 각각 고유의 동위원소 성분비를 갖는 수백 혹은 수천의 개별 화합물의 가중 평균치

이다. 따라서 유출유의 기원을 정밀/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

을 이용한 유류 내 대상물질의 분리 및 정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중 다

른 화합물이나 unresolved complex mixture(UCM) 등과의 co-elution, peak 중복에 의한 간

섭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료 중의 특정 유류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GC 온도 프로그램, 시료의 연소 온도 및 방법, split ratio, 

purge time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GC-IRMS의 기기 분석조건 변화 실험을 통하여, 분석대상

물질 peak의 해상도를 최대화하여 다른 간섭물질과의 co-elution과 peak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GC-IRMS 기기 분석조건 또한 확립하여야 한다.

해양 유류오염 등 해양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기원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지문분석법의 주 분석대상물질

인 alkane, PAHs, 그리고 바이오마커의 경우 분석방법이 국내에서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장 적

용 중에 있다. 또한 GCxGC를 이용한 유지문 분석법 또한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이 완료되어 국

내 분석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내에서 검

출되는 유류의 GC-C-IRMS를 이용한 CSIA 분석기술을 이용해 유류의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

는 첨단 유지문분석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유류의 주요 성분인 포화탄화수소(saturated 

hydrocarbon; alkanes) 외에 유류에 포함된 대표적인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다환방

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탄소안정동위원소분석을 통하여 

유출유의 기원을 보다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유지문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유 또는 환경시료로 부터 개별화합물의 분리 및 정제 기법,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 기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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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 등을 정립하였고, 개발된 분리, 정제 기술 및 GC-C-IRMS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잠

재 사고유(원유) 및 실제 유류오염 환경 내의 유출유 시료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시범 분석을 통

하여 본 방법의 응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추세인 IRMS 분석기

법을 확립함으로서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유류오염 사고의 감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지문분석법은 단순히 분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해석, 각종

지수의 개발, 통계적 기법 개발 등을 통한 유지문 분석 프로토콜의 정립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2. 동위원소질량분석기 및 분석원리

  Compound specific isotopic analysis(CSIA), 즉 개별화합물 동위원소분석을 위해서는 화합

물의 분리를 위한 개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GC), 분리된 화합물을 이산화탄소

와 물로 정량적으로 연소시키는 연소로(combustion reactor; C),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동

위원소별로 검출할 수 있는 동위원소 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RMS)가 

필요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GC-C-IRMS 또는 GC-IRMS로 통칭한다(그림 3-3-34). 이상의 기

본적인 장비 외에도 연소로에서 발생하는 수분(H2O) 제거 장치, 발생된 이산화탄소 중 일정량만

을 주입시키도록 설계된 개방형 분기구(open split), 동위원소 계산에 필요한 표준기체 주입 장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

그림 3-3-34. GC-C-IRMS의 기기분석 모식도

GC-C-IRMS를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원리는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하여 정제된 시료를 

GC에 주입하게 되면 시료 내의 화합물은 기화 즉시 capillary column 시작부분에 다시 응축된

다. 응축되었던 화합물은 GC 오븐의 온도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화합물의 비등점에 따라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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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컬럼을 따라 이동을 시작하게 된다. 컬럼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개별화합물은 각 화합물의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 분리된다. GC 컬럼에서 분리된 개별화합물은 순차적으로 약 850 ~ 

900℃의 연소로(combustion interface)로 유입된다. 연소로 내의 고온에서 금속산화물(구리, 니

켈 등) 촉매제에 의해서 각 화합물은 이산화탄소(CO2)와 물(H2O)로 연소된다. 이때 금속산화물

은 유기물의 산화를 위한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속 촉매제를 주기적

으로 산화시키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Merritt et al., 1995). 또한 촉매제가 쉽게 수명을 다하거

나 과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초기 컬럼에서 나오는 유기용매는 연소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소과정 중 생성된 수분은 극저온 트랩 또는 Nafion 튜브와 같은 수분투과막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서 질량분석기 내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한다. 연소로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질량분석기의 전자장치 및 신호체계에 과부화가 발생할 수 

있다(Ellis and Fincannon, 1998). 이러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량분석기로 진입하기 전

에 개방 분기(open split) 구조를 통해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유입을 방지하고 적정량의 이산화탄소

만 질량분석기로 주입시켜야 한다. 질량분석기로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높은 진공 하에서 전자 충

돌 이온화(election impact ionization) 방법에 의해 이온화된다. 이산화탄소 이온은 최대 10 kV

의 에너지로 가속화되고 전자 렌즈에 의해 모아져 가는 광선(beam)을 형성한다. 이온 광선은 자

기장 안으로 유입되고, 여기서 각 이온의 질량(mass/charge ratio; m/z)에 따라 각기 고유한 반

경을 가지고 휘어지면서 개별 이온으로 분리된다. 분석 대상 이온은 각각의 검출기(ion collector 

cup)에 모아져 계량된다. 각각의 검출기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동위원소의 이온인 m/z 44, 45, 46

을 측정한다. m/z 45와 44의 전류강도의 비가 바로 13C/12C의 비율이며, 이 비율을 표준물질의 

비율과 비교하여 δ13C를 계산할 수 있다. 

탄소안정동위원소비는 다음과 같이 표준물질에 대한 천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δNE = [(Rsample / Rstandard) - 1 ] X 1000

R = 13C / 12C

여기서 N은 원소 E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동위원소를 나타내며, R은 가벼운 동위원소에 대한 무거

운 동위원소의 존재비율을 나타낸다. 탄소(C)를 예를 든다면, 원자량 12의 탄소(12C)에 대한 원

자량 13의 탄소(13C)의 존재비(13C/12C)로서, 표준물질 내 존재비와의 차이에 대한 천분율로 계

산하면 δ13C값을 얻을 수 있다.

안정동위원소비 계산을 위한 표준물질은 대상 원소에 따라 고유한 물질을 사용한다.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은, 미국 South Carolina에 있는 백악기 

Peedee Formation의 전석(belemnite)을 사용해 왔으며(Peedee belemnite; PDB), 현재는 이

를 대신하여 IAEA에서 제조된 표준물질(VPDB; Vienna-PDB)를 사용하고 있다. 질소안정동위

원소(15N/14N) 분석을 위해서는 대기 중 질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황 동위원소(34S/32S) 분석을 

위해서는 Canon Diablo troilite를 사용하고 있다.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는 SMOW(Standard 

Mean Ocean Water) 또는 이와 동등한 VSMOW (Vienna-SMOW)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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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시료 내 무거운 동위원소(예, 13C)가 표준물질 보다 많거나 또는 비교 대상보다 증가되었

을 때, “enriched" 되었다고 표현한다. 시료가 표준물질보다 더 많이 13C를 함유할 경우 δ13C

값은 양의 값을 나타내며, 적을 경우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3.3. 동위원소 활용사례 연구

  각종 유기오염물질의 분포특성 및 sterane, terpane biomarker 등의 분자지표를 이용한 오염

원 추적은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러한 화합물의 조성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지표

를 이용한 오염원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의 변화에 관계없

고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에 저항력이 큰 탄소안정동위원소비와 같은 보다 본질적인 변수 사용

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안정동위원소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발전은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연

구의 다변화와 많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왔다.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유류오염 기원파악에 대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서, Calder and 

Parker (1968)는 석유화학공장 냉각 유입수와 유출수 중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유

입수(-17 ~ -19‰)의 동위원소비보다 유출수(-26 ~ -39‰)의 동위원소비가 낮아진 것을 바탕으

로, 냉각수가 석유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배출되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유기오염물질의 개별화합물 동위원소분석법을 이용한 오염원 추적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O'Malley et al.(1994, 1997)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체의 연소과정 중 발생하는 PAHs의 동

위원소비 차이를 CSIA를 통하여 밝혀냈으며, 또한 PAHs의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을 통하여 기

수역에 존재하는 PAHs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오염원을 통해 유입되었음을 밝혀 내었다. Bal-

lentine et al.(1996)은 지방산과 PAHs의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물질의 연

소과정 중에 생성된 에어로졸의 기원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McRae et al.(1996, 1999)은 석탄연

소, 생물체 연소, 차량연소 등 서로 다른 연소기작에 의해 생성된 PAHs를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구별해낼 수 있었다. 또한 Smirnov et al.(1998)은 호수 퇴적물 중에 존재하는 PAHs

를 유입원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탄소안정동위원소값의 통계처리를 시도하였으며, Mazeas and 

Budzinski(1999)는 해양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methylphenanthrenes의 동위원소분석을 통해 

유류오염에 의해 기인된 PAHs의 양을 mass balance calculation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Nor-

man et al.(1999)은 대기 중 에어로졸에 존재하는 PAHs 기원추적을 위한 탄소안정동위원소 측

정법을 발표하였으며, 대기 PAHs 중 석탄연소에 의해 생성된 PAHs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

된 PAHs의 구분 및 정량화가 가능하였다(Okuda et al., 2002, 2004). McRae et al.(2000)은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을 통해 연구지역 퇴적물 내 PAHs가 생물기원 천연가스에서 유래되었음

을 밝혀냈다. Sun et al.(2003a, 2003b)은 CSIA와 분자지표 분석을 통해서 PAHs의 기원을 목

재연소에 의한 것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것, 또는 석탄으로부터 유래된 PAHs와 석유로부터 

유래된 PAHs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하천 퇴적물 내의 PAHs를 목재처리

공정에 의해 유입된 것, 석탄에서 유래된 것, 석탄의 사용 및 가공에 의해 유래된 것 등 다양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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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기원으로의 구분이 가능해졌으며(Walker et al., 2005), Glaser et al.(2005)은 고속도

로 주변 토양의 PAHs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이들 PAHs가 자동차 배기가스 및 타이어의 

마모에 의해 유입되었음을 밝혀내었다.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유출유의 유입원 파악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Kven-

volden et al.(1995)은 미국 알래스카 Prince William Sound에서 1989년 발생한 Exxon Val-

dez 유류유출사고 이후, 1990년에서 1994년에 걸쳐 해안가에 잔존하는 타르의 탄소안정동위원

소비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검출되는 타르가 모두 Exxon Valdez호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 유

출사고 이전의 다른 사고로 유출된 캘리포니아산 원유의 잔유물임을 밝혀 내었다. Mansuy et 

al.(1997)은 light fuel oil에 오염된 조류의 깃털에서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한 결과, 대부

분의 휘발성 탄화수소가 사라지고, 고분자량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탄소안

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깃털에 존재하는 유류와 이의 기원으로 의심되는 사고유와의 상관성을 

찾아 낼 수 있었다. Wang et al.(1998)은 미국 태평양 연안 해안가에 표착된 타르의 탄소안정동

위원소비를 측정한 결과, 이 타르는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되는 두 가지의 원유(Southern 

California Monterey, Alaska North Slope)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유조선의 연료인 벙커-C

유에서 유출되었음을 밝혀 내었다. 또한 Mazeas and Budzinski(2002)는 1999년 유조선 Erika

의 기름유출사고를 틈타 무단 투기된 폐유를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을 통하여, 해안가에서 채취

된 Erika 사고 유출유와 무단 투기된 폐유를 구분해 내었다. Philp(2002)은 Seychelles Islands

의 해변에 존재하는 타르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각각의 타르가 인근 유전에서 스며나

온 자연적인 타르인지, 섬 인근을 지나가는 유조선에서 유출되어 생성된 타르인지 그 기원을 구분

할 수 있었다.

n-Alkane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분석기법은 유기물의 기원이 유류오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기원에 의한 것이지 구분을 가능케 하였다. 퇴적물 혹은 입자성 부유물질 내에 존재

하는 n-alkane을 CSIA를 통하여, 육상식물기원 유기물질과 해양식물기원 유기물질로 구분할 

수 있었다(Rieley et al., 1991; Qian et al., 1996, Mead et al., 2005). 또한 Ishiwatari et 

al.(1994)은 해양퇴적물 내의 n-alkanes의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육상식물에 의해 

유래된 n-alkane과 유류오염에 의해 유래된 n-alkane으로 분류해 낼 수 있었다. Rogers and 

Savard(1999)는 하천 퇴적물 중의 n-alkanes의 기원을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자연

적인 기원과 유류오염에 의한 기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진행되기 시작한 염소화합물에 대한 연구로는, Jarman et al.(1998)

이 오염원 추적을 위하여 Aroclors, Clophens, Kaneclors, Phenoclors 등의 PCB 혼합물

의 탄소안정동위원소를 측정하였으며, Hunkeler and Aravena(2000)는 Solid-Phase Mi-

cro-extraction(SPME) 추출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내의 chlorinated methanes, ethanes, 

ethenes의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vinyl chloride의 오염원 정량화에 사

용되어 질 수 있는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법(Hunkeler et al., 2002), chlorinated aliphatic 

hydrocarbon의 염소동위원소측정(Numata et al., 2002), 생체시료 내 PCBs의 탄소안정동위

원소 측정(Yanik et al., 2003)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Horii et al.(2005a, 2005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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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와 polychlorinated naphthalenes(PCN)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기원에 의해 생성된 PCBs 및 PCNs 혼합물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최근들어,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을 통한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BTEX)의 오염원 추적연구(Kelley et al., 1997; Dempster et al., 1997), 탄소 및 수

소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methyl tert-butyl ether(MTBE)의 기원구별법(Smallwood et al., 

2001), Purge & Trap(P&T) GC-IRMS를 이용한 MTBE, chloroform, tetrachloromethane, 

chlorinated ethylenes, benzene, toluene의 탄소안정동위원소 측정법(Zwank et al., 2003), 

대기중의 formaldehyde와 acetaldehyde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분석법(Wen et al., 2005)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Coffin et al.(2001)은 탄소와 질소안정동위원소의 2차원 분석을 통하

여 토양 및 지하수환경 내에서 검출되는 Trinitrotoluene(TNT)의 기원을 분류하였으며, Vetter 

et al.(2005, 2006)은 서로 다른 생산환경에서 제조된 toxaphene 혼합물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Duncan et al.(2005)은 염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perchlorate(ClO4-)와 인위적으로 유입된 perchlorate를 구별하는 범죄감식학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IRMS를 이용한 유지문기법은 현재까지 개발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 중 최고의 신뢰성을 가진 것

으로 평가되며, 최근 유류오염 사고 및 환경법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

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류오염사고 후 풍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나, 여러 가

지 오염원이 혼재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현재까지 국외에서

의 연구는 대부분 n-alkanes, benzenes, toluene, MTBE, PAHs 및 tetrachloromethane, 

trichloroethylene, PCBs 등의 염화탄화수소의 탄소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오염물질 기원 추적

에 한정되어 왔다(Schmidt et al., 2004). 부분적이지만 활발한 세계적인 연구 흐름에 비해 국내

에서의 유기오염물질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원 추적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

우 미미한 실정이며, 시료에 대한 전처리 방법 및 분석 결과치의 검증 및 해석 등에 있어서 그 연구

가 초보적인 단계이다. 해양환경오염과 관련된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의 정량분석기술은 국내에서

도 확보된 상태이고 전국 연안의 개괄적인 오염현황은 파악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 해양 오염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 오염물질의 분석 및 생물체에 대한 영향에 집중되어 있어, 탄

소안정동위원소비와 같은 오염추적자를 이용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과 각각의 오염원으로부

터의 오염기여도와 확산 범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오염물질 유입원 추적분석기술 연구는 초

보적인 단계이다.

3.4. 개별화합물 분리 및 정제기법 개발

  퇴적물, 토양, 생체시료 등을 포함하는 환경시료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유기물질 및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 정밀하게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유기오염물

질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중 다른 화합물이나 Unresolved Complex 

Mixture(UCM)와의 coelution, peak 중복에 의한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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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 성분비에 변화가 없는 매우 순수한 화합물을 추출해 내는 것이 정확, 정밀한 안정동위원소

비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탄소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한 

분리, 정제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자의 극성차이 혹은 다양한 추출 용매를 이용하여 유기

물질을 종류별로 분리 할 수 있는 alumina /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분자의 형태 

혹은 크기에 따라 물질을 분리 할 수 있는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

phy)를 이용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분자구

조의 평면성을 기준으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carbon /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그 외에도 sephadex column, thin layer chromatography 등 각 화합물의 특성과 추출매질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제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추출물로부터 대상 유기오염물질을 분리, 정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였다.

사용된 분리, 정제방법은, 추출물의 full scan GC-MS 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추출물과 표준시

료의 질량 스펙트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료의 정제율을 검증하였다. 또한 추출, 분리, 정제 전 과

정동안의 대상물질의 조성 및 동위원소 성분비의 항상, 보전성의 유지 여부는, 정제 및 분석 전후

의 정량적인 질량변화와 동위원소비의 변화 확인을 통해 검증하였다.

유류의 유지문 분석을 위한 동위원소분석기법은 우선적으로 유류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alkane

을 대상으로 개발 되었으며, 이를 위해 원유 또는 환경시료로부터 alkane의 정제 및 분취 기법, 

alkane의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 기기 분석법 등을 정립하였고, 실제 오염환경 내 유류시료 

중 alkane의 탄소안정동위원소를 분석, 자료 해석하였다. 시료 중 alkane의 정제 및 분취를 위하

여 기본적으로 컬럼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사용하였고 전 정제 과정 중 대상 화합물의 보전성 및 

동위원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시료의 정제 및 분취를 위하여 직경 1 cm, 길이 40 cm 유리컬럼에 무수황산나트륨 1 g, 활성화된 

실리카겔(100 - 200 mesh) 3 g, 무수황산나트륨 1 g의 순서로 채워준 후 헥산(15 mL), 헥산/다

이클로르메탄(1/1, v/v, 30 mL), 메탄올(15 mL)을 이용하여 aliphatic 화합물, aromatic 화합

물, 그리고 biomarker 화합물의 순으로 각각 정제, 분리 추출하였다(그림 3-3-35).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317 

그림 3-3-35. 원유 또는 환경시료의 alkane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정제 방법

유류 및 환경시료 중에 존재하는 PAHs를 분리하고 초순수한 PAHs 화합물로의 정제를 통한 신

뢰성 있는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위하여, alumina/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방법을 

사용한 1차 분리/정제법과, size exclusion column이 장착된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정제법을 포함한 시료의 분리/

정제방법을 개발하였다. 전 분리/정제 과정 중 대상 화합물의 보전성 및 동위원소 항상성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시료로부터 PAHs를 분리/정제하기 위하여, 직경 1 cm, 길이 40 cm 유리컬럼에 무수황산나트륨 

1 g, 활성화된 alumina oxide (~150 mesh, deactivated with 1% w/w water) 10 g, 활성화된 

실리카겔(100 ~ 200 mesh, deactivated with 5% w/w water) 20 g, 무수황산나트륨 3 g의 순

서로 채워준 후 펜탄(100 mL), 펜탄/디클로르메탄(1/1, v/v, 200 mL)을 이용하여 aliphatic 화

합물과 aromatic 화합물의 순으로 각각 분리, 정제, 추출하였다(그림 3-3-36).

Alumina/silica gel column에서 분리/정제된 aromatic 화합물 분액을 molecular sieve(100․)

로 충진된 size exclusion column을 이용하여 화합물을 분자 크기에 따라 분리해 냄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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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순한 PAHs 정제물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동위원소 분석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향

상 시킬수 있었다.

그림 3-3-36.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개별화합물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

의 분리/정제방법

3.5. 동위원소 질량분석 조건 확립

  신뢰성 있는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민감도 및 정밀도, 정확도를 최대화하여 

크로마토그램 상의 주변 물질과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 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크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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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분석기 부분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연소로 부분으로 나누어 그 조건을 정립하였다.

최대 민감도와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정밀, 정확한 동위원소 질량분석을 위하여 질량분석기 ion 

source의 accelerating voltage, extraction voltage, half plate differential voltage, Z 

plate voltage, electron voltage, ion repeller voltage, trap current, magnet current를 최

대 민감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적화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분석 시 마다 동위

원소비가 알려져 있는 표준 이산화탄소 기체를 주입하여 분석결과의 안정성, 선형반응성 등을 점

검하였다.

Ion source parameter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 3-3-12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

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각각의 parameter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여야 

한다.

표 3-3-12. 질량분석기 최적화를 위한 기본 조건

Source parameter 조  건

Accelerating voltage (V)

Extraction voltage

Half plate differential (V)

Z plate voltage (V)

Electron volts (eV)

Ion repeller voltage (V)

Trap current (µA)

Magnet current (A)

약 3500 V

75% 이하

maximum sensitivity

maximum sensitivity

70 ~ 80 eV

-5 ~ - 10 V

400 이하 µA

약 3.5 A

또한 각 항목별 조절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① Half plate differential voltage

② Z plate voltage

③ Electron volt

④ Ion repeller voltage

⑤ Extraction voltage

⑥ Half plate differential voltage부터 다시 반복

Ion source의 trap current를 증가시키면 분석의 민감도는 증가하나 높은 trap current에서는 

source의 선형반응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trap current는 질량분석기의 최적화를 위하여 조절

하지 않는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320 •

3.5.1. Half plate differential voltage

  이온 광선의 강도가 최대가 되도록 half plate differential 전압을 조절한다(그림 3-3-37).

3.5.2. Z plate voltage

  Z plate 전압을 조절하여 이온 광선의 강도를 최대로 설정한다(그림 3-3-38).

그림 3-3-37. Half Plate Scan에 따른 이온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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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Z plate scan에 따른 이온강도 변화

3.5.3. Electron volts

  Electron 전압을 조절하여 이온 광선을 최적화해야하나 주어진 범위(70 - 80 eV) 내에서만 이

루어져야 한다(그림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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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Electron volt scan에 따른 이온강도 변화

3.5.4. Ion repeller voltage

  Ion repeller 전압을 조절하여 이온 광선을 최적화하여야 하며 허용된 범위(-5 ~ -10 V)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로 ion repeller scan 시 나타나는 두 개의 peak 중에서 낮은 전압에서 형성

된 피크의 최대치에 맞춘다(그림 3-3-40).

3.5.5. Extraction voltage

  Extraction 전압을 조절하여 이온 광선을 최적화하여야 하며 주어진 범위(75% 이하) 내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주로 extraction voltage scan 시 형성된 peak의 70% 높이에 해당하는 지점

에 설정한다(그림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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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Ion repeller voltage scan에 따른 이온강도 변화

그림 3-3-41. Extraction voltage scan에 따른 이온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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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Accelerating voltage scan (peak center scan)

  안정적인 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해서는 각 이온(m/z 44, 45, 46)이 각각의 검출기에 높은 해상도

(resolution) 및 집중도(focus)를 가지고 검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모든 ion source의 조건이 

최적화 되었다면 ion source에서 형성된 이온 광선은 최상의 해상도와 집중도를 보일 것이며, 이것

은 peak center scan 즉, acceleration 전압을 변화시키는 동안 광선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서 확

인할 수 있다. Accelerating voltage scan 시 중심부에 세 개의 이온 모두 10 V 이상의 안정하고 

평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형성되어야 하며, m/z 45 ion의 경우에는 90% peak 폭과 10% peak 

폭의 비(focus)가 최소한 0.5 이상이 되는 광선의 집중도를 보이며 좌우 대칭형이어야만 안정적으

로 동위원소비를 측정 할 수 있다(그림 3-3-42).

그림 3-3-42. Accelerating voltage scan에 따른 각 이온강도 변화

3.5.7. 기기분석을 위한 배경 농도

  정확한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서는, 헬륨 운반기체로부터 비롯되어 GC의 injector, 

column, combustion interface, water removal system, IRMS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배경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소화(5X10-11 Amp 이하; major ion)되어야 한다. 분

석을 위한 그 외 다른 기체의 최소한 검출농도 한계는 표 3-3-13에 나타내었다. 배경농도 값이 높

을 때에는 ‘pseudo' non-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배경농도 값은 허용치 이하로 최대한 낮추어야만 한다(그림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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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기기분석을 위한 배경농도 허용 한계치

기체 종류
최소 배경 검출 농도 

(major ion, Amp)

Ar 1X10-11

CO
2

5X10-11

N
2

1X10-10

CO 1X10-10

SO
2

5X10-11

N
2
O 1X10-10

H
2

3X10-10

H
2
O 5X10-10

3.5.8. 안정도(instrumental stability) 검증

  정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해서 동위원소비의 안정도(stability)와 편평도(flatness)는 매

우 중요하다. 약 1,000초 이상 지속적으로 각 이온 광선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각각의 이온의 신호

는 drift 될 수 있으나 이온들의 상대적인 비, 즉 동위원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를 

보다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기체를 이용하여 안정도를 측정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표준기체를 각 30초간 최소한 10회 반복 주입하여 각 pulse에 대한 탄소안정동위원소

비를 측정한다(그림 3-3-44). 각 pulse 사이의 이온 강도는 완전히 배경농도 수준으로 감소하여

야 한다. 각 이산화탄소 pulse의 동위원소비는 이론상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된 표준기체의 동위원소비도 시간에 따른 변화없이 동일하여야 한다(그림 3-3-45). 즉, 

각 측정치에 대하여 최소제곱 근사법에 의해 구해진 선형 직선으로 부터의 표준오차의 표준편차

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표 3-3-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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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분석시스템의 배경농도 검증을 위한 mass spectrum.

표 3-3-14. 각 기체별 분석 안정도(stability) 평가 기준

기  체 안 정 도

CO
2

< 0.1‰

N
2

< 0.1‰

CO < 0.1‰

SO
2

< 0.1‰

N
2
O < 0.1‰

H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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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시스템의 안정도 검증을 위한 이온 크로마토그램 및 동위원소비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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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장시간 시스템 안정도 검증을 위한 이온 크로마토그램 및 동위원소비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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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선형반응성(linearity) 검증

  기기의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후에는 일정 분석범위 내에서 반응의 직선성(linearity)을 검

증하여야 한다. 검출 범위는 주로 1에서 10 nAmps 사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표준가스의 압력

을 변화시켜 생성된 다양한 높이의 이산화탄소 펄스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한다(그림 3-3-46). 반

응의 직선성에 문제가 없다면, 측정된 동위원소비는 펄스의 높이와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동일해

야 한다. 검출범위 내에서 측정된 최소 4단계의 2반복 표준가스 측정치의 표준편차가 0.3‰ 이하

일 경우에만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응직선성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trap current를 약 50 μA 감소시킨 후 다시 

테스트한다. 이어서 repeller voltage를 1볼트까지 0.5 씩 증가시키고 peak center 후 선형반

응 여부를 재 측정한다. Repeller voltage를 증가시켜도 직선성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반대로 

repeller voltage를 감소시키며 측정한다. 만약 repeller voltage를 변화시켜도 기준치에 미달

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값을 보인 곳에 고정 시킨 후 extraction voltage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

으로 반복한다. 이 후에도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electron energy를 70에서 100으로 변화

시키며 시험하고, 이 후에는 Z focus와 half plate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이 외에 직선성에 문제

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source block과 filament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ion source가 오

염되어 있을 경우이다.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source filament를 교체하거나 source

를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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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시스템의 선형반응성 검증을 위한 이온 크로마토그램 및 동위원소비 크로마토그램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331 

표 3-3-15. 신뢰성 있는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동위원소 질량분석기 최적화 조건

IRMS(동위원소 질량분석기) 분석 조건

● 질량분석기 내부 공기압: 2 ~ 5 × 10-6 mbar 이하

● 배경 이온 농도 (major ion):

 - H
2
O<5 × 10-10 A

- N
2
<1 × 10-10 A

- O
2
<1 × 10-10 A

- CO
2
<5 × 10-11 A

- Ar<1 × 10-11 A

- CO<1 × 10-10 A

- SO
2
<5 × 10-11 A

- N
2
O<1 × 10-10 A

- H
2
<3 × 10-10 A

● Extraction voltage: ion beam intensity 최대치의 약 70-85% 수준에 설정

● Half plate differential voltage: ion beam의 maximum sensitivity 값에 설정

● Z plate voltage: ion beam의 maximum sensitivity 값에 설정

● Trap current: 200 µA; sensitivity 낮으면 600 µA까지 단계적 증가시켜 적용

● Electron voltage:  70 - 80 V 범위 내에서 최대 ion beam intensity에 설정

● Ion repeller voltage: 

-5 - -10 V 범위 내에서 두 개의 반응 peak 중 저전압 peak 최대치에 설정 

Magnet current: 4,000 mA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시)

Accelerating voltage: m/z 45의 peak 형태가 완전 좌우 대칭형. m/z 45의 최대 평탄부가 최소 10 

voltage 이상. m/z 44, 45, 46의 최대 평탄부가 최소한 수 voltage 이상 중복되어야 함. m/z 45 ion

의 90% peak 폭과 10% peak 폭의 비(focus)는 0.5 이상; 3,500-4,200 V 사이에서 설정.

● Stability: 

동일한 강도의 CO
2
 기체를 최소 10회 반복 측정 시 탄소안정동위원소비의 상대표준편차를 0.1‰ 

이하로 유지

● Linearity: 

약 1에서 10 nA ion beam intensity 구간의 최소 4개 points에서의 각기 최소 2 반복 측정된 CO
2
 

기체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상대표준편차가 0.3‰ 이하로 유지

3.5.10. 시료주입장치(GC/C)의 최적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컬럼 상에서 분리되는 개별 화합물의 민감도를 최대화하고 개별 피크 주변

에서 검출되는 간섭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리조건 및 유기물 

연소를 위한 각종 온도 및 연소로 기체압력 조건변화 실험을 통하여 기기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

고자 하였다.

GC온도 프로그램, 시료의 연소 온도 및 방법, split ratio, purge time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GC-C-IRMS의 분석조건 변화실험을 통하여, 분석대상물질 peak의 해상도를 최대화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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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물질과의 coelution과 peak overlap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석조건을 찾아내었다(표 

3-3-17). 절대치에 근접한 정확한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측정을 위해서 동위원소비가 알려져 있는 

CO2 표준기체를 매 시료마다 최소 3회 반복 주입하여 CO2 표준기체의 탄소안정동위원소 조성

을 기준으로 국제 동위원소표준물질(e.g., Vienna Peedee Belemnite; VPDB)에 대한 대상 화

합물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다시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

된 동일한 종류(e.g., alkanes, PAHs 등)의 동위원소 표준물질의 측정치와 비교하여 보정하였다. 

시료 및 표준시료의 반복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검증하고, 동위원소비가 알려진 표

준물질을 모든 전처리 및 분석과정에 적용시킴으로서 추출, 분리, 정제, 기기분석 과정 동안의 대

상물질 동위원소비의 보전성 및 분석의 정확도 또한 검증하였다.

정립된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동위원소 표준물질(그림 3-3-47) 및 원유시료(그

림 3-3-48)의 alkane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한 결과, 재현성(1σ)은 동위원소 표

준물질과 원유시료가 각각 0.07 - 0.35‰, 0.002 - 0.81‰로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3-18; 그림 3-3-49).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동위원소 표준물질 및 환경시료

의 PAHs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한 결과, 재현성(1σ)은 동위원소 표준물질이 0.03 

- 0.16‰로서 국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지는 분석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안정적이고 우수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3-19; 그림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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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6.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최적화를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연소로 분석 조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연소로 분석 조건

Injection mode: Splitless

Injector temperature: 290 °C

Purge flow: 125 mL/min

Purge time: 0.75 min

Carrier gas: helium, 2.5 mL/min(alkanes), 1 mL/min(PAHs), constant flow

Oven temperature program

  Alkanes  50°C for 3 min

           50°C to 160°C at 10°C/min

           160°C to 300°C at 5°C/min, 15 min hold

  PAHs    60°C for 2 min

           60°C to 180°C at 3°C/min

           180°C to 300°C at 6°C/min, 13 min hold

Total run time: 57 min (alkanes), 75 min (PAHs)

Column: 30 m × 0.32 mm i.d., 25 µm film thickness, fused silica capillary,

           5%-phenyl/methylpolysiloxane

Detector temperature: 300 °C

Interface FID helium pressure: 질량분석기로 solvent peak가 넘어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GC 

column flow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 설정(0.3-1.0 psi)

Furnace sample line helium pressure: 연소로에서 헬륨기체에 의한 대상화합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소로 기체 배출구로 대기 가스가 질량분석기의 진공에 의해 유입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치 

(1.0-1.5 psi) 유지

Nafion water removal system helium flow: 25 mL/min

Reference gas box helium: 10 mL/min

Reference gas box CO2: 분석대상 물질 peak 높이(nA)와 유사한 수준으로 압력 조절

연소온도: 850°C

연소촉매: copper oxide

연소로-GC interface 온도: 350°C

Heart split time to IRMS: 250 - 2700 second after injection (alkanes)

                         250 - 4000 second after injection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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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동위원소 표준물질(alkanes)의 이온 크로마토그램(왼쪽) 및 동위원소비 크로마토그

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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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원유시료의 이온 크로마토그램(왼쪽) 및 동위원소비 크로마토그램(가운데)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336 •

표 3-3-17. Alkane 표준물질의 개별화합물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재현성(정밀도) 실험 결과

Compounds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Run 6 Run  7 Mean Stdev

C-9 -31.98 -31.78 -31.90 -31.92 -31.77 -31.68 -31.61 -31.8 0.13

C-10 -31.48 -31.46 -31.70 -31.60 -31.61 -31.55 -31.55 -31.6 0.08

C-11 -26.93 -26.68 -26.65 -26.86 -26.64 -26.71 -26.59 -26.7 0.13

C-12 -31.94 -31.91 -31.95 -31.96 -31.81 -31.81 -31.65 -31.9 0.11

C-13 -33.45 -33.34 -33.26 -33.32 -33.26 -33.30 -33.26 -33.3 0.07

C-14 -31.67 -31.53 -31.54 -31.57 -31.44 -31.42 -31.49 -31.5 0.08

C-15 -27.40 -27.25 -27.38 -27.26 -26.97 -27.23 -27.14 -27.2 0.15

C-16 -31.00 -31.12 -31.31 -31.20 -31.12 -31.14 -30.96 -31.1 0.12

C-17 -26.75 -26.65 -26.85 -26.65 -26.41 -26.40 -26.49 -26.6 0.17

Pr -28.26 -28.59 -28.47 -28.63 -28.65 -28.54 -28.60 -28.5 0.14

C-18 -30.34 -30.26 -30.55 -30.24 -29.90 -29.94 -29.92 -30.2 0.25

Ph -30.22 -30.18 -30.09 -30.48 -30.28 -30.13 -30.27 -30.2 0.13

C-19 -29.38 -29.62 -29.50 -29.52 -29.46 -29.42 -29.51 -29.5 0.08

C-20 -32.03 -31.60 -31.75 -32.09 -31.85 -31.89 -31.86 -31.9 0.16

C-21 -26.96 -26.15 -26.29 -26.96 -26.87 -26.77 -27.00 -26.7 0.35

C-22 -31.86 -31.97 -31.90 -31.77 -31.66 -31.81 -31.78 -31.8 0.10

C-23 -32.57 -32.47 -32.55 -32.71 -32.57 -32.73 -32.55 -32.6 0.09

C-24 -32.30 -32.17 -32.33 -32.33 -32.15 -32.28 -32.30 -32.3 0.07

C-25 -28.49 -28.60 -28.65 -28.57 -28.51 -28.46 -28.59 -28.6 0.07

C-26 -32.00 -32.12 -32.05 -32.25 -32.18 -32.05 -32.06 -32.1 0.09

C-27 -27.46 -27.45 -27.60 -27.61 -27.53 -27.53 -27.42 -27.5 0.07

C-28 -30.96 -30.78 -30.85 -30.91 -31.00 -30.84 -30.70 -30.9 0.10

C-29 -28.43 -28.30 -28.21 -28.32 -28.31 -28.15 -28.12 -28.3 0.11

C-30 -36.86 -36.58 -36.57 -36.71 -36.60 -36.63 -36.53 -36.6 0.11

C-31 -32.21 -32.28 -32.05 -32.19 -32.21 -32.17 -32.23 -32.2 0.07

C-32 -26.18 -26.25 -26.15 -26.22 -26.20 -26.32 -26.44 -26.3 0.10

C-33 -30.42 -30.22 -30.64 -30.57 -30.36 -30.40 -30.57 -30.5 0.15

C-34 -36.36 -36.34 -36.18 -36.36 -36.22 -36.49 -36.50 -36.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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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동위원소 표준물질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 (C-9 ~ C-34 alkanes; uncalib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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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8. PAHs 표준물질(Supelco 4-8743)의 개별화합물 탄소안정동위원소비 재현성(정밀도) 실

험 결과

Compounds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Mean Stdev

Naphthalene -24.56 -24.70 -24.67 -24.71 -24.58 -24.64 0.07

Acenaphthylene -21.81 -21.62 -21.70 -21.86 -21.68 -21.73 0.10

Acenaphthene -22.90 -22.65 -22.77 -22.78 -22.84 -22.79 0.09

Fluorene -23.31 -23.34 -23.18 -23.25 -23.13 -23.24 0.09

Phenanthrene -23.36 -23.24 -23.35 -23.34 -23.28 -23.31 0.05

Anthracene -23.50 -23.57 -23.56 -23.52 -23.56 -23.54 0.03

Fluoranthene -24.29 -24.40 -24.34 -24.33 -24.21 -24.32 0.07

Pyrene -24.19 -24.33 -24.15 -24.38 -24.03 -24.22 0.14

Benz[a]anthracene -25.43 -25.35 -25.21 -25.32 -25.16 -25.29 0.11

Chrysene -24.17 -23.90 -23.87 -24.12 -23.89 -23.99 0.14

Benzo[b]fluoranthene -21.60 -21.73 -21.68 -21.50 -21.68 -21.64 0.09

Benzo[k]fluoranthene -27.71 -27.48 -27.57 -27.70 -27.55 -27.60 0.10

Benzo[a]pyrene -23.77 -23.82 -23.71 -23.91 -23.82 -23.80 0.07

Indeno[1,2,3-cd]pyrene -22.60 -22.73 -22.75 -22.87 -22.84 -22.76 0.10

Dibenz[a,h]anthracene -27.47 -27.66 -27.36 -27.43 -27.30 -27.45 0.14

Benzo[ghi]perylene -26.39 -26.01 -26.02 -26.04 -26.09 -26.1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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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동위원소 표준물질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PAHs; uncalibrated)

3.6.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의 응용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은 다양한 오염환경에서 응용되어 오염원을 구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시료의 분자지표와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대상해역에서 검출되는 

유기오염물질의 다양한 오염원을 구별, 추적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 해역에서 분석대상 유기오염

물질을 선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에 노출된 퇴적물, 해수, 그리고 생체시료 중의 오염물질의 

정량적 분석 및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탄소안정동위원소비를 측정한다. 또한 대상해역 내에 존재 

가능한 오염물질의 유입원을 파악하고 이들 일차 오염원의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 시료의 동

위원소비와 비교를 통해서 대상해역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유입원을 추정하며, 이 결과를 분자

지표를 이용한 전통적인 유지문분석 방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

하여, 정량분석자료, 동위원소 자료와 현장에서 측정된 지화학적 특성 자료(TOC, H2S,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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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δ13C 등)를 포함하는 다변량 통계 분석기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유입원과 검출된 오염물질 

사이의 유사성,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chemical balance calculation을 이용하여 다

중 기원 오염물질의 유입원별 기여도 산정 및 유입부하량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탄소안정동위원소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시 

유출된 Iranian Heavy, U/ZAKUM, Kuwait Export Crude 원유 3종과 중국, 호주, 인도네시

아산 원유를 대상으로 alkane의 화합물별 탄소안정동위원소를 측정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정립

된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을 통한 유출유 식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종의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유는 호주산 원유(Australia Griffin), 중국산 원유(China Daqing)

와 뚜렷이 구별되는 탄소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보여 줌으로서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 기법을 

이용한 사고유 판별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단, 인도네시아 원유와 유사한 사고유의 동위원소 

조성 때문에 정확한 유지문 분석을 위하여서는 PAH 동위원소 분석 등 추가의 유지문 판별 요소

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3종의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유를 비교하였을 때, 저분자량 화합물인 

C-9에서 C-18까지는 원유별 동위원소비 차이가 작았으나, 고분자량인 C-19에서 C-29 alkane

에서는 원유별 동위원소비 차이가 뚜렷하여 유사한 성질의 원유라 할지라도 탄소안정동위원소 분

석을 통하여 유출유의 미세한 차이 판별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그림 3-3-51). 또한 허베이스피

리트 사고 이후 서해안 해안가에서 수거된 표착유의 탄소안정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3종의 

사고유와 동위원소조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52). 즉 지역적으로 사고 지점과 수백 

km 이상 떨어져 있고, 유출 후 90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상당부분 풍화된 시료라 할지라도 

동위원소 유지문분석 기법을 통해서는 유출유 식별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안정동위원소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자연환경에서 검출되는 미지 시료의 

유출유 기원식별이 가능하며, 다중 기원 오염의 경우에는 mass balance 모델을 이용하여 유출 

기원별 기여도 산정도 가능할 수 있다. 확립된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실제 오염환경에서 기여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분석기법을 통해 측정된 동위원소 유지문 분석치의 각 원유별 또는 오

염원별 데이터 베이스화 및 유지문 유사도 판별 모델의 개발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

석기술 및 현장 응용기술은 유류오염 사고 현장 뿐만 아니라,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인천연

안, 울산연안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관리 대상해역에서 응용되어, 생태계 및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원 추적/관리를 통한 대상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위원소 분석기술은 다중 오염원에 의한 분쟁해결,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분쟁 해결, 폐유 무단투기 오염원판별 등 환경법과학적 증거확보를 위한 첨단 기

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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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IRMS를 이용한 유지문 분석기법으로 분석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유출유

(Iranian Heavy, KEC, U/ZAKUM)와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산 원유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C9 ~ 

C34 alk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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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원유의 탄소안정동위원소비와 허베이스피리트 원유유출 사고 표착유(  )의 탄소안정

동위원소비 비교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343 

제 4 절 어류노출피해 입증기법 개발   

 연구배경 

  기름 유출 사고 시 해양환경으로 유출된 석유계 탄화수소는 다양한 수서 생태계 구성원의 생사

를 위협하는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es(PAHs)은 유류오염으

로 해양환경에 유출되는 물질 중 가장 생물 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노출된 생물의 암 유발과 돌연변

이 형성, 조직학적 손상을 유발시키며(Lehr & Jerina, 1977; Yan, 1985; White, 1986), 해양 척

추동물의 호흡과 성장 및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isal and Huggett, 

1993; Reynaud et al. 2003, 2004; Carlson et al., 2004 a,b). 일반적으로 어류를 포함한 해양

척추동물은 생체내 유입된 PAHs에 대해 높은 대사효율을 가지고 있어 체외배출 기작이 빠르게 일

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류의 간 또는 근육 등 조직내의 PAHs 모체화합물(parent 

compound)의 농도만으로 체내 유류 노출정도와 생물영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성을 가지므로 

특이성 높고 민감한 지표를 활용하여 감도 높은 측정기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오염물질로 인한 생물 영향 여부는 군집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다. 군집수준

의 영향평가는 생태계영향여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관찰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 경과되므로 이를 확인한 이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특이적이고 민감한 검출기법이 요구되면서, 

조기경보신호로서 생체지표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띄고 있다. 생체지표는 인위적인 환경요인에 의

해 유도되는 자극에 대하여 분자생물학 또는 생리화학적 반응을 해석하여 개체수준에서 생물 영

향을 진단하는 기법이다(McCarty and Munkittrick, 1996). 생리 화학적 반응은 개체 또는 군

집수준의 반응보다 훨씬 민감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므로 조기에 생물학적 영향을 감지할 수 있

으나, 실제 이러한 반응이 군집수준의 변화와 생태학적인 변화에 대하여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므

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류의 간장 해독효소계등의 반응을 이용한 생체지표 모니터링 연구는 최근 유류유출사고 이후 

가장 특이적이고 민감한 반응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어류의 유류노출과 영향을 진단하는 기법

으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활용 되고 있다. 실제 1999년 프랑스의 에리카호, 2002년 스페인

의 프레스티지호 및 1989년의 엑슨발데즈호 등 국외 대형 유류사고 이후 사고해역의 생물위해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최근 까지도 유용하게 활용된 바 있다(Gómez et al., 2006; Springman 

et al., 2008). 그러나 국내에서는 5000톤의 원유가 해양에 유출되었던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 직후 이러한 생리 화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체계

적으로 모니터링 된 예가 없으며, 개체수준의 생물영향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법 

개발 분야 역시 미진한 상태로서 국내 연안 생물의 특성에 맞는 기법개발과 현장적용이 절실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유출된 유류가 서식 어종등에 미칠 수 있는 위해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1)전 세계적으로 PAHs 오염영향 진단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생체지표를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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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기법을 구축하고 (2)이를 국내 연안 어종에 적용하여 환경 중 유류오염정도와의 상관관계

를 밝혀 (3)현장적용기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류오염 특이적인 생체지표 구축 및 신뢰성 검증 

2.1. Bile analysis 

2.1.1. 원리 

  일반적으로 어류를 포함한 해양척추동물은 생체내 유입된 PAHs에 대해 높은 대사효율을 가지

고 있어 체외배출 기작이 빠르게 일어난다. 따라서 어류의 간 또는 근육 등의 조직내의 PAHs 모

체화합물(parent compound)은 낮게 평가되나 생물영향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생

물영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향족 석

유계 탄화수소가 형광체임을 활용하여 쓸개즙 PAHs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 세포내로 유입된 PAHs는 난분해성 물질로서 해독효소들에 의해 분해산물로 변화

하는 기작을 거치게 된다. PAHs는 어류의 세포내에서 급격하게 하이드록실화 산물로 대사되어 

glucuronide와 결합한 후 체외로 분비되는데, PAH에 노출된 어류의 쓸개즙에는 산화된 PAH 대

사물질(glucuronide, sulfate 또는 glutathion과의 결합물)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대사물질의 농

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체내 흡수된 PAHs의 범위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PAHs 대사물질 분

석기법은 소량의 쓸개즙 시료만으로 측정가능하며,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

점을 안고 있다. 강한 발암성을 가진 pyrene은 1-OH-pyrene로 대사되어 일정한 형광파장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유류오염현장에서도 PAHs로 인한 생물의 오염여부 조사에 신뢰

성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1989년 엑손발데즈 유류 유출사고 이후 50개 정점의 4000

마리 이상의 어류시료가 채집되었고 PAHs 대사물질 분석기법이 모니터링에 활용되었다(NOAA 

1995; Collier and Varanasi, 1991). 

2.1.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구축된 방법은 다량의 시료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Ariese(et al., 

1993)의 방법을 변형하여 최적화하였다. 냉동된 쓸개즙을 해동시켜 소량 원심분리기로 다른 불순

물을 제거한 후 50% 에탄올 용액으로 50-100배 정도 희석하였다. 희석된 시료는 Synchronous 

scan mode(Hitachi F4500)로 여기파장 범위 300 nm 와 390 nm 그리고 방출파장 337 nm와 

427 nm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표준 시료로는 1-hydroxypyrene(Aldrich)을 50% 에탄올 용액

으로 50~500 nM이 되도록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1.3. 결과 

  그림 3-4-1a는 347 nM의 1-hydroxypyrene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PAHs 비 오염지역인 

해금강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쓸개즙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금강에서 채집한 어류의 쓸개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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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340-360 nm에서 어떠한 피크도 나타나지 않아 동일파장을 흡수하는 대사물질이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PAHs 오염가능성을 가진 마산만 내만지역에서 채집

한 문치가자미의 쓸개즙을 분석한 결과 345 nm-530 nm에서 뚜렷한 피크가 나타나 1-OH-

pyrene glucuronide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4-1b). 쓸개즙의 1-OH-pyrene(ng/ml, 

free, non-conjugated)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채집한 마산만 어류에서는 50.9 ± 37.8 

ng/ml (mean ± s.d., n = 4)로 검출되었고, 몇몇 해금강 어류의 쓸개즙에서는 14.3 ± 1.44 ng/

mL (mean± s.d.; n = 5)의 농도로 검출되어 해금강지역(비 오염지역)과 마산만 지역(오염지역)에 

서식하는 어류간의 PAHs 체내 유입여부가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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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 Synchronous scan emission 스펙트럼; 1-hydroxypyrene 표준물질(실선)과 어

류의 쓸개즙 분석결과(점선). a: 1-hydroxypyrene과 해금강 어류 쓸개즙분석, b: 1-hydroxy-

pyrene과 마산만 어류 쓸개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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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장해독 효소계 

2.2.1. 서론

  CYP450활성 반응은 수많은 현장연구에 적용되어 왔으며 PAHs 노출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신

뢰도 높은 생체지표로 활용되고 있다(Devaux et al., 1998; Lee and Anderson, 2005). 1999년 

에리카호, 2002년 프레스티지호와 1989년 엑슨발데즈호 유류오염사고의 현장 어류 유출영향평

가에 유용하게 적용된 바 있으며(ICES, 2001; Jewett et al., 2002; Gómez et al., 2006), 1993

년 발생한 "Braer" 유류 유출사고의 영향모니터링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Stagg et al., 1998). 

PAHs가 체내로 유입되면 aromatic hydrocarbone receptor complex(Ah receptor)와 결합하

여 복합체의 형태로 핵내로 이동하게 되며, CYP1A mRNA가 발현되고 CYP1A 단백질이 생성된

다. 생성된 단백질은 최종산물로서 EROD(ethoxyresorufin O-deethylase) 활성 등을 유도하

므로 CYP1A계를 활용한 측정계는 Ah receptor 결합으로부터 EROD 활성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물의 간장은 주요 해독기관 으로서 지질이 

풍부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비롯한 각종 지용성 유기오염물질이 축적되는 주요표적 기관이다. 

PAHs를 포함한 외인성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간장의 해독효소(xenobiotics metabolizing en-

zymes)들은 본래 내인성의 지방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합성이나 불활성화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지용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이들 효소계의 반응기작에 

변화를 나타내므로 생체내 영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Thomas, 1990). 

유류 오염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산물등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농도 조절교란 및 생식계 

이상등의 이차적 영향을 초래하며 다른 오염물질을 해독하는 기능도 손상시켜 면역계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colas, 1999). 그림 3-4-2는 BaP가 생체내 대사경로를 통하여 

발암을 유발시키는 기작을 요약한 그림이다. BaP가 체내로 유입되면 CYP2B는 BaP의 K region

을 공격하고 CYP1A는 BaP의 Bay region을 공격하여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생체 기작이 시작

되는데 본 경로에서 생성되는 결합물질 즉 대사산물로 인해 발암성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두 종류의 효소로부터 각각의 부위를 공격당한 BaP는 epoxide 단계를 거쳐 Anti-

BaP-7,8-DIOL-9,10-epoxide(BAPDE)로 대사되고 DNA의 d-guanine 과 공유 결합한 후 

BPDA-DNA 산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체 내 대사과정 중 유전자 발현 세포증식 

및 성장 돌연변이가 유발되어 영향이 지속될 때 발암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효소학적 중간산물들

은 환경 중 PAHs의 생체노출 정도와 영향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Ankley 

et al., 1986; Arukwe et al., 1997; Yua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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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생체내 효소에 의한 Benzopyrene(BaP)의 대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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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측정방법 

  CYP1A 유전자 발현 : CYP1A mRNA의 발현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작

된 해양어류의 CYP1A probe에 32P를 표지하였고 아래아 같은 순서로 Northern blotting 분

석을 하였다.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약 50 mg의 간 시료가 담긴 

튜브에 0.5 mL의 isogen을 넣어서 약 30초간 마쇄하여, 0.1 mL chloroform을 첨가한 후 원심

분리(4℃, 15 Krpm, 15 분)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 층에 동량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원심분리(20℃, 15000 rpm, 15분)하였다. RNA침전을 확인한 후, isopropanol을 천

천히 버리고 75 % 에탄올 1 mL로 NaCl을 제거하였고, 침전된 RNA는 상온에서 10분 정도 건

조 후멸균수에 녹여 total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전기영동은 10×MOPS, formamide가 첨가

된 0.9% agarose gel을 제조하여 RNA 전용 전기영동장치에서 70 mA의 전류를 흘려 RNA를 

분리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EtBr로 30분간 염색하여 UV 하에서 18s, 28s rRNA의 

분리와 농도를 확인하였고, 20×SSC를 이용하여 nylon membrane에 16시간 동안 RNA를 전

이 시켰다. nylon membrane으로 전이된 RNA는 80℃로 20분간 열처리로 고정하였다. RNA가 

전이된 nylon membrane은 hybri-bag에 옮긴 후 25 mL의 hybridization solution(2× SSC, 

2% formamide, 1× Denhalt solution, 1.5% SDS, 1% blocking regent)을 첨가하여 45℃

에서 pre-hybridization 시켰다. 표준 유전자로는 β-actin 단편을 정하여 Random primer 

DNA labeling kit(Takara 社)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준비된 probe는 100℃에서 변성시킨 

후 pre-hybridization 된 membrane에 첨가하여 42℃의 hybri-oven에서 16시간동안 반응시

켰다. Hybridization된 membrane은 IP(image plate)에 2시간 노출시킨 후 BAS 2000 Bio-

Image Analyzer(Fuji Co,)로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CYP1A 단백질 발현 : 본 연구에서는 CYP1A의 단백질발현의 측정은 western blotting의 방법

을 이용하였다. 먼저 간장조직으로부터 제작된 미크로좀을 8% Sodium dodecyl sulfate-poly-

acrylamide gel 전기영동(SDS-PAGE)을 하였고, 전기영동상에서 분자량 측정을 위한 표준단백

질은 myosin(200 kDa), E. coli β-galactosidase(116 kDa), rabbit muscle phosphorylase 

b(97 kDa), bovine serum albumin(66 kDa), 와 hen egg white ovalbumin(43 kDa)이 사

용되었다.  전기 영동상에서 분리된 미크로좀 단백질을 50 mM Tris, 192 mM glycine(pH 8.0), 

20% methanol로 만든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PVDF  membrane 에  50 volt의 전류로  5 시간

동안 단백질이 전이시켰다. nitrocellulose 막의 비 특이적인 결합을 막기 위하여 TBST(10 mM 

Tris-HCl(pH  8.0), 100 mM NaCl, 0.05% Tween 20) 완충액에 2% bovine serum albumin

을 첨가하여 1시간 blocking 켰고, 1차 항체를 2,000배 희석하여 37℃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2차 항체(biotin conjugated anti-mouse IgG, SIGMA)와 avidin-biotin complex로 30분

간 반응시킨 후 DAB (3,3'-diaminobenzidine) 용액으로 전이된 단백질을 염색시켰다. 발색된 

membrane은 “Total Lab" Phoretix version 1.11(Nonlinear Dynamics Ltd.)에 발색정도

를 scan 하여 Pixel 값으로 비교 하였다.  

EROD 활성 : 간장 시료 100 mg 에 0.1 M 인산완충액(pH 7.6) 5 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10,000 g에서 20분 동안 원심하여 상층을 분리하였고, 분리된 상층은 100,000 g에서 1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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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초 원심 분리하여 미크로좀 펠렛을 제작하였다(Addison et al 1994). 제작된 미크로좀은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EROD 측정방법은 Addison and Payne(1986)의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EROD의 활성은 fluorescence plate reader로 excitation 544 nm와 emission 

590 nm에서 측정하였고 각각의 시료마다 3반복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2.3. 결과

  내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저농도 PAHs오염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는 마산만과 오염원이 희

박한 해금강지역의 문치가자미를 계절별로 채집하고 생체지표간의 발현변화를 측정하여 구축된 

생체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봄철 문치가자미의 해독효소 관련 지표를 비교해 보면, CYP1A 

mRNA 활성은 해금강보다 마산만에서 채집한 가자미의 활성이 모든 계절 시료에서 유의하게 높

았으며, 겨울철에 매우 높은 발현을 보였다(그림 3-4-3). CYP1A 단백질 발현 또한 모든 계절

에 채집된 마산만 시료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역시 겨울철에 채집된 시료에서 매우 높았다(그림 

3-4-4). EROD활성 역시 앞서 CYP1A mRNA와 단백질 발현의 경향과 유사하였으며 측정된 모

든 계절시료에서 마산만에서 채집된 어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3-4-5). 이는 마산만 서식

하는 어류의 MFO의 유도가 높았다는 결과로 확인될 수 있다. 앞서 마산만 어류에서 유의하게 높

은 농도의 1-OH-Pyrene 이 측정되었고, 이는 해독 효소계 증가에 기여한 원인일 가능성을 뒷받

침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독효소계는 서식어류의 나이, 생식단계, 어류의 조직 종류나 현장

의 수온, 계절과 같은 외적인 해양환경에 의해서도 다르게 유도될 수 있으므로 CYP1A 계를 이용

한 생물학적 영향 평가에 있어서 환경요인등은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산만과 해금강은 환경

적 요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Jung et al., 2007) 해독효소계 발현에 유의한 증가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쓸개즙에서의 PAHs의 대사산물인 결과를 비추어볼 때 마산만의 문

치가자미의 간장해독 효소과정 등의 대사적 위해성을 유도하는 물질 중 PAHs 가 원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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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마산만과 해금강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CYP1A mRNA 발현변화 (H) 해금강지역 

(M) 마산만 지역, t- test *P<0.05 

그림 3-4-4. 마산만과 해금강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CYP1A 단백질 발현변화 (H) 해금강지역 

(M) 마산만 지역, t- test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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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마산만과 해금강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의 EROD 활성변화 (H) 해금강지역 (M) 마산

만 지역, t- test **P< 0.01, *P<0.05

2.3. 현장활용

2.3.1. 저 농도 유류노출에 의한 생물영향 평가를 위한 Field-Caging 연구 

가. 서론

  유류오염 등으로 해양환경에 방출된 PAHs는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체내 농축을 초래하며 해양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리적 위해성 뿐 아니라 서식 생물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해양의 PAHs의 오염은 석탄류의 연료, 유류의 유출사고 등으로 발생하며 대

기나 강등을 통한 유입과 주거지역의 하수나 공장등에서 발생한 폐수, 선박으로부터 유출되는 폐

유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PAHs는 유기입자와 강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해양 퇴적물과 결합 후 해양매질에 오랜 기간 잔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2년 남해안 특별

관리 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은 지리적으로는 마산, 창원등의 대도시로 둘러싸여 있는 반 폐쇄

적 해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산만 퇴적물내 PAHs의 농도는 표층퇴적물 기준으로 207-2670 

ng/g(dry wt)으로 (Yim et al., 2005) 국내 오심우지역인 포항(>10,000 ng/g)등의 정점을 제외

하고 상위그룹에 속하는 범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NOAA 퇴적물 환경기준인 ERL(total PAH 

4,000 ng/g dry wt) 보다 낮은 수준이다(해양수산부 2001). 

앞서 마산만 서식어류에서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한 쓸개즙분석을 통하여 해금강과 비교하여 높은 

생체내 PAHs 대사물질의 농도를 진단하여 마산만 서식어류의  위해성여부를 진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AHs에 오염되지 않은 조피볼락을 마산만과 해금강 지역에 설치된 Cage에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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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일 동안 기르면서 PAHs체내노출에 따른 간장 CYP1A, EROD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제 어류는 종 특성상 서식환경에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동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 실제 현장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반경 5 km 이내를 어류의 이동거리로 보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성 등의 습성을 보정하고, 대상지역에서의 화학물질의 생물 축

척률 그리고 생물영향평가를 동시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Field-caging 연구가 시행되고 있

다(Fenet et al., 1998; Haash et al., 1992). 마산만은 PAHs 저 농도 노출에 대한 현장 생물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로, 실제 유류 노출 지역의 복합적인 해양 환경요인의 적용과 지

리적으로는 서식생물을 장시간 기르면서 시간별 시료의 샘플링이 용이하여 생체내 PAHs의 축척

율과 해독효소계의 CYP1A, EROD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재료 및 방법 

  CYP1A mRNA 분석 : 조피볼락의 CYP1A mRNA의 발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

힌 조피볼락의 CYP1A mR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northern blot용 probe를 제작하여 시간경

과에 따른 간장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Northern blotting 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

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Cage 실험 : Cage 실험의 대상어종인 조피볼락을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A 양식장 어류를 구

입하여 오염으로 인한 생물 영향여부를 확인한 후 마산만과 해금강으로 운반하였다. 돝섬 지역 그

리고 해금강에 Cage에 어류를 넣어 실험을 시작하였다.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6일 까지 0, 1, 

3, 7, 14, 21, 30일 간격으로 총 7회에 걸쳐 마산만과 해금강(도장포)에서 그물로 채집하였다. 조

피볼락은 길이, 무게 등을 측정한 후 간을 절취하여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킨 후 시험실로 옮겨 

측정 시까지 -80℃ 에서 보관하였다. 본 실험기간동안 표층수온과 pH를 측정하여 마산만과 해금

강과의 환경요인을 모니터링 한 결과 두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ROD(ethoxyresorufin O-deethylase)의 활성측정 : 조피볼락의 간장 시료는 EROD와 

CYP1A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출된 간장 1 g 을 0.1 M 인산완충액 (pH 7.6) 5 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100,000 g에서 1시간동안 초 원심 분리하여 미크로좀 펠렛을 제작하였

고(Addison et al 1994). 측정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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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Cage가 설치된 조사정점 (A) 해금강 정점 (B) 마산만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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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Northern blot 분석용 조피볼락의 CYP1A의 아미노산 서열 (AY56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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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Cage실험 후 시간경과에 따른 CYP1A mRNA 발현변화, t- test **P< 0.01, *P<0.05 

그림 3-4-9. Cage실험 후 시간경과에 따른 CYP1A 단백질 발현변화, t- test **P< 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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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Cage실험 후 시간경과에 따른 EROD 활성변화, t- test *P<0.05

다. 결과 및 고찰

  Field-caging 연구를 위하여 조피볼락의 PAHs등의 오염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오염되지 않

은 어류임을 확인 한 후 실험대상어로 이용하였다. 간장해독 효소계에 관련한 유전자 발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β-NF를 처리한 조피볼락으로 cD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mRNA발현 측정

을 위한 probe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피볼락의 CYP1A 단편 서열은 약 200 bp

정도로  cyprinus carpio등을 비롯한 다른 경골어류와는 최대 81% 최소 73%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으며(그림 3-4-7), 밝혀진 조피볼락 CYP1A 서열은 Genbank에 등록하였다(Genbank no. 

AY568556). CYP1A mRNA 발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노출 1일째 마산지역 cage에서 샘플링한 

어류는 해금강과 비교하여 높게 발현되었으며, 3일째 가장 높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4-8). CYP1A 단백질은 유전자 발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측정기간 동안 마산만 cage에서 

샘플링한 어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3-4-9). EROD활성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4-10과 

같았다. 마산만 cage에서 샘플링한 어류 EROD 활성은 실험 1일째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실험 7일째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이후의 시료에서는 해금강 어류와 비교하

여 유의한 발현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노출초기 마산만에서 샘플링 된 어류의 간장 EROD, CYP1A등의 발현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후 두 지역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후, 두 지역 어류간의 차이가 감소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축척되는 과정일 지라도 어류의 해독효소계는 조기에 발현이 유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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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서히 활성이 저하되어 적응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를 통해 채집된 어류는 

오랜 기간 동안 퇴적물내 PAHs등에 노출되어 그 생물학적 영향이 뚜렷한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

된 어류는 단기간 현장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Cage 실험기간동안 평균 표층 수온은 해금강 19.4℃, 마산만은 평균 21.3℃이였다. 몇몇 연구들

에서는 수온이 낮아지면 MFO 활성이 더욱 증가되므로 EROD 활성에 있어 네거티브 보상이 필요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해금강 수온이 1.9℃ 정도 마산만 지역에 비해 낮았으므로 오히

려 EROD 활성이 자연적으로 높아야 하나 수온이 아닌 또 다른 영향으로 인하여 마산만에서 높

은 EROD 활성을 보였다. 또한 Cage 실험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어류의 

생리적 상태 즉, 성별과 성숙상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어류는 1년생 미만의 미성숙한 어

류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개체간의 차이를 줄였으며 마산만과 해금강의 cage속의 어류들은 30일 

동안 특별한 먹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먹이를 먹지 않은 어류는 MFO가 감소되고 먹이가 제공

될 경우 MFO가 일시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어(Lemaire, 1990) 먹이 요인은 마산만과 해

금강 cage 실험어의 EROD 활성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생리화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현장생물의 이동 및 습성에 따라 오염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현장의 오염정도와 생물영향을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판단된

다.  

2.3.2 허베이스피리트 유류 유출사고 적용 예 

가. 서론

  2007년 12월 7일, 삼성1호와 충돌한 허베이스피리트호로 부터 12,547 kL의 원유가 유출된 사

고는 국내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사고해역에 서식하는 

이매패, 어류, 갑각류등을 비롯한 연안생물들이 폐사되거나 이상 현상을 보이는 등 고농도 기름 유

출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피해범위가 어

떠한지, 또한 기름유출로 인한 위해영향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유출된 

원유로 인한 생물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으로부터 체내 유입된 원유에는 독성이 높은 PAHs를 함유하고 있어 쓸개즙 1-OH-pyrene 

분석법을 통해 어체내 PAHs 노출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간장 해독 효소계 반응(EROD, CY-

P1A)을 측정하여 사고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어류의 노출영향을 입증할 수 있다. 생체지표를 활용

한 측정기법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장 해독 1상 효소계를 거치면서 epoxy- 와 hydroxy- 형

태로 변형되어 친수성결합물의 형태로 쓸개즙으로 이동된다(Varanasi et al., 1989). 따라서 서

식어류의 습성 또는 환경(저서 또는 유영 어종 등)에 따라 민감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생체지

표를 이용한 측정기법이 유류 유출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노출피해를 입증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어 왔다(Collier and Varanasi, 1991; Kirby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어류노출피해 입증기법 개발”연구를 통해 다년간 구축되어온 생체지표를 활용

하여 허베이 기름유출사고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중 서식형태가 다른 두 어종(조피볼락과 문치가

자미)을 대상으로 유류노출범위와 영향의 정도를 초기 11개월간 모니터링 하여 체내 노출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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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지표의 반응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유류노출에 대한 생체지표 활용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자 하였다. 

나. 조사 시기 및 방법

  현장어류 시료채취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집중피해지역인 의항리(개목항)에 자망을 설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대조지역으로 보령 외연도 지역어류를 채집 하였다. 그림3-4-11은 사고해역

의 어류시료 조사정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의항리 개목항 지역은 태안 연안지역에서 유류유출사고

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서 station A(36° 49′ 32.1″N 126° 10′ 29.4″E)

는 자망을 이용하여 서해안에 서식하는 어종 중 이동거리가 짧은 주요 연안 어종인 조피볼락, 문치

가자미, 넙치를 대상으로 포획하였다. Station B(36° 50′ 39.4″N 126° 09′ 51.4″E)는 자

망을 이용하여 개목항 연안 안쪽 정점에서 추가로 채집한 곳이다. 또한 보령 외연도 지역(36° 13‘ 

727“N 126° 04' 267"E)에서 조피볼락, 문치가자미를 채집하여 사고지역 서식어류의 생체지표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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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태안 현장어류 채집정점, st. A,B: 태안 의항리 정점, st. R: 보령 외연도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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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해부 및 보관 :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어종별로 분류한 뒤 전장, 간 중량, 

생식소 중량, 전체중량을 측정하였다. 간 조직, 근육 조직, 뇌, 쓸개등은 절취 후 0.9% 생리식염수

로 혈액을 제거하고, 개체별로 cryo 튜브에 넣어 즉시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켰다. 실험실로 이동

시에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였고, 분석 시까지 -80℃에 보관하였다.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한 1-hydroxypyrene분석 : 현장에서부터 급속 냉동된 쓸개즙은 해동시킨 

후 소량 원심분리기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여 50% 에탄올 용액으로 50~100배 정도 희석하였

다. 측정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EROD (Ethoxyresorufin O-deethylase)의 활성측정 : 간장 시료 100 mg 에 0.1 M 인산완충

액(pH 7.6)을 5 mL을 첨가하여 균질화시킨 후 10,000 g에서 20분 동안 원심하여 상층을 분리하

였고, 분리된 상층은 100,000 g에서 1시간동안 고속에서 분리하여 미크로좀 펠렛을 제작하였다

(Addison et al 1994). 제작된 미크로좀은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EROD 측정은 앞

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CYP1A 단백질 발현의 측정 : CYP1A의 단백질발현의 측정은 western blotting의 방법을 이용

하였고(Jung et al.,2008). CYP1A 단백질 발현 정량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CYP1A 유전자 발현 조사 : CYP1A mRNA의 발현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이 선행연

구를 통해 제작된 해양어류의 CYP1A probe에 32P를 표지하였고 Jung(et al., 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Northern blot 분석을 하였다. 측정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피해지역의 생물학적 영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조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었다. 허베이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풍화된 기름이 조류에 밀려 제주도 해

역 추자도 인근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였으므로 비슷한 생태환경을 가지면서 

유출된 유류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판단되는 보령해역의 외도인근 지역에서 잡은 어류를 비

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출사고 5일 이후에 채집된 조피볼락의 쓸개즙내 1-OH-pyrene의 농도

는 가장 높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사고 229일 이후에 이르러 유의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감소하였다(그림 3-4-12a). 이는 초기사고지역 환경 중 농도의 급격한 변

화와 동일한 경향으로 초기의 고농도의 유류가 물리적 방제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어체내 쓸개즙 대사물질의 농도도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국토해양부, 2008). 문치가자미

는 사고 발생 5일째 이후 의항에서 채집된 어류의 1-OH-pyrene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대조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고 229일 이후 의항리 내만 안쪽 정점에서 채

집한 시료는 초기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사고 339일 이후 어류에서 감소한 경과를 

보였다(그림 3-4-12b). 사고발생 229일 이후 급격한 변화는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굴양식 시설

의 철거작업이 7월까지 계속되면서 의항리 개목항 유자망 조사정점 인근이 양식시설로부터 재 부

유된 유분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유류 농도가 지속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항

리 개목항 조사정점의 퇴적물 내 유분의 농도변화(국토해양부 2008)를 비교하여 보면 2008년 4

월 퇴적물 내 16종 PAHs의 농도가 굴 양식시설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7월에 2배 이상 농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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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특히 유류기원 성분임을 보여주는 알킬 PAHs의 농도 또한 약 8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 쓸개즙 대사산물의 일시적 증가현상은 환경매질 중 유류농도의 일시적 변화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문치가자미의 경우 육식성이 강한 잡식성 어류로서 퇴적물 내의 갯지렁이류, 새우류, 게

류, 조개류 등을 먹이로 하며 이동거리가 짧고 퇴적물의 영향을 받는 종으로서 제한된 지역에서의 

연안환경의 급변을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의 대사물질 농도를 

비교하면, 조피볼락 1-OH-Pyrene의 농도가 장기간 일정농로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조피볼락이 비교적 생체 지방함량이 높으며 종 특이적으로 생체내 대사 분해속도가 느려 체내 

잔류하는 시간이 길고 분해능이 낮을 가능성도 추측되어 진다. Varanasi(et al., 1989)는 가자미

과(English sole) 어류와 강도다리(starry flounder)에 BaP 주사한 후 쓸개즙에서 해독효소계

를 통한 생체 반감기를 측정한 결과 가자미과어류가 강도다리 보다 체내 대사시간이 3분의 1수준

으로 짧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유사한 섭식 및 습성을 가진 도다리와 가자미류 간에도 생체내 

대사속도와 분해능은 큰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출사고 이후 생

태계의 회복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종간 섭식등의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전학적 

차이에 의한 생리 화학적 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류의 CYP1A mRNA 발현변화를 일정 시간간격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3-4-13a와 같았다. 

사고초기인 사고발생 5일째 시료에서 CYP1A유전자와 단백질이 높게 발현되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문치가자미의 CYP1A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4-13b와 

같이 나타내었다. 사고 초기인 사고발생 5일째 후 CYP1A mRNA가 높게 발현되었다가, 이후 감

소된 경향을 보였고, 사고발생 229일 후 의항리 내만 안쪽 정점(st. B)에서 채집한 문치가자미에

서 급격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쓸개즙 1-OH-Pyrene의 농도변화와  동일한 경향

으로 역시 의항리 지역의 급작스런 유류농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그

림 3-4-14는 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의 간장 CYP1A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이다. CYP1A는 

해독효소계 1상의 대표적인 PAHs 반응 대표 효소로서 분해에 보다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고발생 5일 이후 조피볼락의 발현 변화는 앞서 측정된 CYP1A mRNA의 발현변화와 같은 경향

을 보였다. 급속히 증가된 단백질은 다른 어종과 비교하여 CYP1A 단백질 발현이 일정기간 지속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4-14a). 문치가자미는 조피볼락과 비교하여 CYP1A의 단백질 

발현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초기시료인 사고발생 5일과 22일 

후 시료에서 높았다가 감소되었다(그림 3-4-14b). 일시적으로 사고발생 229일 이후 시료에서 급

격히 증가된 CYP1A 단백질은 앞서 쓸개즙 분석 및 CYP1A mRNA 의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항리 유자망 조사정점에서의 급작스런 유분의 농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서 

퇴적물등의 환경적 유류 농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고지역인 의항리에서 채집한 조피볼락은 사고발생 5일 이후(2007년 12월 12일)의 EROD 활성

이 가장 높았으며 해양매질의 기름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 시기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

가 사고발생 80일 후(2008년 4월 25일)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등 쓸개즙 대사물질의 분석 결과와

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3-4-15a). 문치가자미는 초기 시료분석 결과에서 다른 어종에 

비해 EROD 활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사고발생 229일 후 시료에서는 급격히 증가경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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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4-15b). 이는 쓸개즙 대사물질 농도 변화에 대해 기술한 바와 같이 5월부터 시작된 굴

양식 시설의 철거작업으로 인해 의항리 내만지역에 서식하는 문치가자미의 간장 해독효소계의 활

성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체지표가 서식 환경 중 유류

의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 이 후 해양환경의 급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영함

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3가지 생체지표와 체내 1-OH-pyrene의 농도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특히 CYP1A mRNA 와 EROD 좋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구축된 측정기법은 유류오염현장에 서식하는 어류의 유류

노출여부와 생물영향을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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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2. 태안유류사고 이후 경과에 따른 쓸개즙1-OH-Pyrene 농도변화, (a) 조피볼락 (b) 문치

가자미,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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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3. 태안유류사고 이후 경과에 따른 간장 CYP1A mRNA 발현변화, (a) 조피볼락 (b) 문치가

자미,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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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4. 태안유류사고 이후 경과에 따른 간장 CYP1A 단백질 발현변화, (a) 조피볼락 (b) 문치가

자미,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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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5. 태안유류사고 이후 경과에 따른 EROD 활성변화, (a) 조피볼락 (b) 문치가자미,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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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16. 생체지표 반응과 1-OH-pyrene 농도와의 상관관계, (a) 조피볼락 (b) 문치가자미



3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369 

2.3.3. 유처리제로 분산된 유류에 노출된 유용수산물의 생물영향 평가  

가. 서론

  유처리제는 1950년 이후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화학적 제

재이다. 기름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화학적 분산제는 일찍부터 생물학적 독성이 일부 경고(Lin-

den, 1974; Hartwick et al., 1982; Carr and Linden, 1984) 되기도 하였으나, 높은 효율에 

비하여 낮은 독성을 가지므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개발 및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처리제 자체

가 화학적 제재로서 생물에 미칠 수 있는 독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Singer 

et al., 1993; Cotou et al., 2001), 기름입자와 함께 수층으로 분산된 형태가 생물에 미치는 독

성 영향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Cohen et al., 2001; Gagnon and 

Holdway, 2000). 일반적으로 기름이 유출된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경우 작은 입자로 분

산된 기름이 보다 생물 체내로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기름이 미칠 수 있

는 위해영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Getter and Baca, 1984)고 보고되고 있다. 즉 유화된 기름방

울은 plum을 형성하여 수증으로 수직 이동하여, 생물의 대사작용에 의해 체내로 흡수된다. 생체

의 유해한 작용을 하는 hydrocarbon의 흡수경로는 아가미를 통한 일차적인 흡수를 들 수 있는

데, 유분산제 처리로 인해 분산된 상층의 기름방울은 생체내로 이동하기에 매우 용이한 형태를 가

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연안에 서식하는 무척추생물이나 무지개 송어등을 비롯한 담수어를 이용한 연구

에 치중되어 있어(Hodson et al., 1996). 실제 해양에 서식하는 어류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연구

의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유용양식어에 대한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유류 사고 시 천해 양식장등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

한 실정이다. 국내 소형 또는 대형선박의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실제 국내 연안을 

이용하는 타국의 선박으로부터 실제 유류 유출 사고 시 상업용 목적으로 대량 양식중인 연안가두 

등의 합리적인 피해산정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자연정화 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유류 유

출에 따른 생물의 영향과 동시에 방제재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에서는 2006년 현재 국내 18개사 25종 및 수입 6개사 6종이 생물급성독성 실험만을 거쳐(해양경

찰청 고시 제 97-45호) 사용 또는 저장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Corexit 9500과 국내 유분산제 생산제품 중 가장 많은 양이 저

장 또는 생산되고 있는 국내 A사의 유분산제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분산된 기름이 국내 해양 유용

양식어인 조피볼락의 해독효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생물의 위해성여부를 진

단하여 전체어업양식 생산량의 약 87만톤 27%를 차지하고 있는 천해양식업에 대하여 방제작업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물영향을 조사하여 유용양식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

구와 대책마련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유류는 crude ARM으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공여 받아 사용하였다. 사용

된 국외 유분사제는  Nalco社의 Corexit EC9500을 사용하였다. Corexit EC9500은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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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Corexit 9527이 혼합된 hydrocarbone based 제품으로 제품자체의 생물에 대한 독성은 

매우 미미하며, 점도가 높은 기름에서도 효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제품에 대한 독성자료

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Corexit 9527과 Corexit 9554와 성분에 대하여 큰 차이는 

보고된 다 없다(Singer et al., 1996). 국내 A사에서 생산되는 유분산제역시 탄화 및 수용계 복합

제품으로 본 물질의 성능과 생물영향에 대하여 표 3-4-1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피볼락(6 개월)

을 통영의 인근 양식장에서 구입하여 2주 동안 실험실내 사육수조에서 순치시켰다. 실험어의 평균 

Total length는 25±5 cm, Body weight 250 ±50 g 인 미성숙한 개체로, 외관상으로 질병이 없

는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노출실험 기간인 48시간과 72시간 동안은 절식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평균 수온은 17.9± 3 였다. 

WAF와 CEWAF의 제작 : 실험기간 동안 Water-Accommodation Fraction (WAF)와 Chemi-

cally Enhanced(dispersed) WAF (CEWAF)는 매일 새로운 것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기름: 물을 1: 50 의 비율로 18℃에서 18시간동안 혼합하였으며 이때 기름과 혼합된 물의 

소용돌이의 높이가 1/3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Gagnon and Holdway, 2000). 혼합 18시간 후

에는 1시간동안 정치시켜 수층과 기름층이 깨끗이 분리시켰고 수층만을 바닥층의 밸브를 이용하

여 깨끗이 나눈다(그림 3-4-17, a~c).  CEWAF는 당일 제작된 WAF층을 따로 분리하여 제작하

였는데, 그림 3-2-17와 같이 제작된 WAF에 유분산제 Corexit는 1/20의 비율로, 국내 A 사 제

품의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 1/5이 되게 첨가하였다(Gilbert, 1996). 첨가된 유분산제를 1시간동

안 혼합시킨 후 다시 1시간동안 정치시켜 깨끗하게 나뉜 수층을 분리시켜 바닥에서 분리시켰다(

그림 3-4-17, d~f).

노출과정 : 각각의 실험구는 다음과 같다. Negative control과  Positive con-

trol 로 β-napthoflavone (100 ug/L) 처리구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실험구로 나누었다. 

β-napthoflavone는 대표적인 CYP1A 유도물질로서 본 연구에서 유처리제로 인해 분산된 유류

가 CYP1A계를 유도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시에 노출시켰다. 또한 제작된 0.1%와 0.01%

의 WAF 실험구와 Corexit 9500으로 분산된 0.1%와 0.01%의 CEWAF, 국내 A사 유분산제로 

제작된 CEWAF 0.1%와 0.01%를 실험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A사의 유분산제만을 0.1%와 

0.01% 노출시켜 국내제품의 자체생물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00 L 수조에 8마리에서 10마

리의 조피볼락을 노출시켰으며, 48시간과 72시간 2차례에 걸쳐 혈액과 간, 뇌조직을 채취하였다. 

실험기간동안 먹이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실험구에 공급된 물은 24시간마다 환수하여 당

일 제조된 WAF와 CEWAF에 재 노출시켰다.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한 1-hydroxypyrene분석 : 냉동된 쓸개즙을 해동시킨 후 소량 원심분리기

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한 후 50% 에탄올 용액으로 50-100배 정도 희석하였다. 희석된 시료는 

Synchronous scan mode (Hitachi F4500)의 여기파장 범위 300 nm 와 390 nm 그리고 방출

파장 337 nm와 427nm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표준 시료로는 1-OH-pyrene (Aldrich)를 50% 

에탄올 용액으로 50-500 nM이 되도록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형광스펙트럼을 이용한 1-OH-pyrene분석 : 현장에서부터 급속 냉동된 쓸개즙은 해동시킨 후 

소량 원심분리기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여 50% 에탄올 용액으로 50~100배 정도 희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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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3장 나-(1)-(나)의 방법을 따랐다.

CYP1A 유전자 발현 조사 : CYP1A mRNA의 발현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이 선행연

구를 통해 제작된 해양어류의 CYP1A probe에 32P를 표지하였고 Jung(et al., 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Northern blot 분석을 하였다. 측정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CYP1A 단백질 발현의 측정 : CYP1A의 단백질발현의 측정은 western blotting의 방법을 이용

하였고(Jung et al., 2008). CYP1A 단백질 발현 정량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EROD (Ethoxyresorufin O-deethylase)의 활성측정 : 간장 시료 100 mg 에 0.1 M 인산완충

액(pH 7.6)을 5 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후 10,000 g에서 20분 동안 원심하여 상층을 분리

하였고, 분리된 상층은 100,000 g에서 1시간동안 고속에서 분리하여 미크로좀 펠렛을 제작하였

다(Addison et al 1994). 제작된 미크로좀은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EROD 측정은 

앞서 2.2.2에 기술된 방법을 따랐다.

표 3-4-1. 국내 A 사 제품의 특성 및 독성실험 예

 시험항목 시험치 시험방법

인 화 점 (C.O.C, ℃) 측정불가

해양경찰청 고시

제1997-45호

(97,11.13)

동 점 도 (40℃ m2/s) 2.479

유화율

(%)

처리상태 이상없음

30초 92.0

10분 35.5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 95.3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스케레트네마크스다콜 (100ppm) 약간 엷은 색조

송사리 시험(24hr, TLm,ppm) 4,000 이상

알테미아새우(24hr,TLm,ppm)  4,000 이상

우럭(24hr,TLm,ppm) 2,000 이상

인화점 (℃) -7.5

색 (ASTM) 08.0

밀 도 (15℃,g/cm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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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WAF의 제작과정(a~d)과 CEWAF의 제작과정(d~f)

다. 결과 및 고찰

  노출 48시간 후 각 실험구의 조피볼락의 간장 CYP1A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그

림 3-4-18과 같았다. 먼저 대조구와 비교하여 노출실험 48시간 후 WAF 0.01%, 0.1% 그리고 국

내 A사 CEWAF 0.01%, 0.1%에 노출된 실험구의 간장 CYP1A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Corexit 9500  0.1%, 0.01%에 노출된 조피볼락의 CYP1A mRNA 발현은 유의하게 높았다. 노

출 72시간 후에는 WAF에 노출된 조피볼락의 CYP1A유전자가 유의하게 발현되지 않았으나, 국

내 A사와 Corexit 0.1 % 로 제작된 CEWAF 처리구 모두에서 유의한 CYP1A 발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3-4-19). 노출 48시간 후 간장 CYP1A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는 보다 민감한 결

과를 볼 수 있었다. WAF 0.1%에 노출된 실험구와 Corexit 9500, A사 CEWAF 모든 농도에 노출

된 어류에서 CYP1A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출 후 48시간 후의 발현 양은 posi-

tive control 실험구인 β-NF 노출구에서의 발현정도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유전자 발현은 

높게 나타났다(그림 3-4-20). 노출 72시간 후의 단백질 발현역시 WAF 0.1%에 노출된 실험구와 

Corexit 9500, A사 CEWAF 0.1%와 0.01% 모든 농도에 노출된 어류에서 CYP1A의 높은 단백질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4-21). 최종 반응반계인 EROD와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노출 후 48시간 후 EROD 활성을 조사한 결과 Corexit 9500 CEWAF 처리한 실험구와 

β-NF를 처리한 실험구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한 활성증가를 보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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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에서는 유의한 활성증가를 확인 할 수 없었다(그림 3-4-22). 그러나 노출 72시간 경과후에

는 EROD 활성을 조사한 결과 Corexit 9500과 국내 A사의 CEWAF 0.1%와 0.01%에 노출된 모

든 실험구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한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3-4-23).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생식단계의 미성숙한 조피볼락을 이용였고 수온과 먹이등의 외인적 요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어

하였으므로 개체간의 자연적인 미미한 발현량의 차이가 CYP1A계의 유도에 큰 변수로 작용한 것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분산제 처리는 생체내 흡수되기 용의한 형태로 기름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CYP1A계 발현을 급격히 유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 측

정된 담즙 1-OH-pyrene 농도를 측정한 결과 0.l% WAF에 노출된 실험구 쓸개즙을 분석한 결과 

1-OH-pyrene의 농도가 높았으며 Corexit 9500로 제작된 0.1% CEWAF에 노출된 조피볼락의 

경우 340nm에서 360 nm의 파장대에서 대사산물의 농도가 뚜렷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그

림 3-4-24, 25). 이는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분산제 처리가 유류의 생체유입

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해독효소계 반응을 크게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첨가된 농

도가 낮았던 국내 A사 제품의 CEWAF에 노출된 어류는 앞서 분석한 WAF 보다는 낮은 1-OH-

pyrene 농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쓸개즙 1-OH-pyrene 농도와 생체지표간의 상관관

계를 조사한 결과 본 연구애 사용된 지표는 모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EROD 와 

CYP1A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그림 3-4-26). 유분산제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체 

PAHs의 흡수율을 높여 CYP1A계의 유전자나 단백질 그리고 효소활성에 이르기까지 간장 해독

효소 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생물의 건강과 생체 항상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실제 유류 유출로 인해 연안이나 천해의 유용양식생물의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또한 유류유출 

사고 이후의 방제작업 또는 해양환경의 질적 복원 등의 평가에 있어 본 기술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생물의 건강과 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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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WAF와 CEWAF에 48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CYP1A mRNA 발현,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CE-

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그림 3-4-19. WAF와 CEWAF에 72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CYP1A mRNA 발현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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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WAF와 CEWAF에 48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CYP1A mRNA 발현,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CE-

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그림 3-4-21. WAF와 CEWAF에 72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CYP1A mRNA 발현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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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WAF와 CEWAF에 48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EROD 활성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그림 3-4-23. WAF와 CEWAF에 72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EROD 활성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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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WAF와 CEWAF에 48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쓸개즙 1-OH-Pyrene 농도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 P<0.01

그림 3-4-25. WAF와 CEWAF에 72시간 노출된 조피볼락 쓸개즙 1-OH-Pyrene 농도변화 DC 

(treated with Corexit 9700), DH (treated with Hiclean II), CEWAFC (WAF treated with Corexit 

9700) and CEWAFH (WAF treated with Hiclean II).**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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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WAF와 CEWAF에 노출된 조피볼락의 생체지표반응과 쓸개즙 1-OH-pyrene 농도와

의 상관관계

2.3.4. 생화학적 지표의 신뢰성

가. 서론  

  생체지표 (Biomarker)는 생물의 생리 생태학적 반응을 통하여 사전에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밀하게 오염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식하는 생물의 위해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관리자의 운영과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

다. 일반적으로 유류오염에 관한 생체지표로는 해독효소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EROD 또는 

CYP1A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장 또는 실험실내에서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연

구가 활성화 되면서 일각에서는 활용된 생물학적 지표의 질적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실제 생물체내에서 측정하는 생화학적인 지표들은 오염물질의 정량적 분석처럼 절대값으로 비

교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생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의 양이나 활성등을 측정해야 되는 특

성을 가진다. 이는 실험실별로 기술에 사용되는 용액, 시약등이 표준화되기 어렵고, 시료의 보관

이나 채취에서부터 전처리 과정등이 전체의 결과를 변형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점

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오염문제의 관리와 문제점 해결이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과제로 

제기 되면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간에 생물학적 지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이를 목표로 

한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들 중 The Biological Effect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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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in monitoring(BEQUALM) 과제를 조성한 유럽 연합에서 1998년부터 전 세계에 산

재해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국가간 & 실험실간의 

상호검증(QA/QC)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간의 주요 기술의 교환이나 공동 연구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위해

성을 평가하는 실험실간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분산된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국내 연구실 사정으로는 생물

학적 지표에 대한 국제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재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국내 주요 연

구기관이 주관하는 실험실간의 기술적 상호인증(QA/QC) 프로그램은 ․아 볼 수 없다. 최근 유류 

오염에 대한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들이 국내 많은 실험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Ah(arylhydrocarbon) receptor를 경유하는 기작인 CYP1A유도와 EROD활성은 PAHs

에 노출된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나 각 실험실 별로 이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오염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진단에 이용되고 있는 

CYP1A 단백질 발현량과 EROD 활성에 대한 상호인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본 연구팀의 국제적 

수준에서 유류 영향평가지표의 분석수준을 검증받고 이를 통하여 국내 상호 인증 프로그램 구축

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BEQUALM 프로그램 분석 시료는  PAH에 다른 농도로 노출된 4개의 다른 어류의 간 조직(고농

도, 저농도, 중간농도, 대조구 농도)을 EROD 측정용, CYP1A 측정용 시료가 분리되어 드라이아

이스로 포장한 후 발송되었다. 시료를 받은 후 분석 시 까지 -80℃에 보관하였다. 어떠한 시료가 

노출 시료인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 실험실에서는 정해진 지표를 분석하여 그 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CYP1A 분석을 위하여 간 시료의 무게를 측정 한 후 5-10 배의 0.1 M(pH 7.6) 

인산용액을 첨가하면서 Potter- Elvhjem 마쇄기로 곱게 마쇄한 후 4℃에서 10,000 g로 20분 동

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을 분리하여 100,000 g에서 1시간 동안 분리하여 미크로좀을 제조하였

다. 분리 된 미크로좀은 BSA로 정량화 하는 Pierce BCA 단백질 정량 키트를 이용하였고, 흡광도 

550 nm에서 측정하였다. Western blot으로 CYP1A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된 미크로좀을 5 

ug 씩 첨가 하여 10% SDS-PAGE로 전기영동 하여 PVDF막에 단백질을 전이시키고 CYP1A 항

체를 첨가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2차 항체를 붙인 후, HRP를 이용한 발색반응 후 각각의 시

료가  CYP1A의 양에 따라 차이나는 반응을 Phoretix version 1.11로 반-정량화하였다. 

EROD 측정시료는 무게를 측정한 후 CYP1A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분리 하였고, 실온에서 EROD

활성은 fluorescence plate reader로 excitation 544 nm와 emission 590 nm에서 측정하였고 

각각의 시료마다 3반복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질인 ethoxylresorufin은 5.2 

uM되게 각각의 시료에 첨가하였고, NADPH는 5 mM농도로 첨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원

심분리 후 상층액인 PMS에서 EROD와 2차 초원심분리 후 미크로 좀에서 EROD를 측정하여 각 

시료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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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결과 및 평가 

(1) 단백질 정량

  10 mg정도의 간 조직을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순서로 상층을 분리하여 단백질을 정량한 결

과를 표 3-4-２에서 나타내었다.

표 3-4-2. 시료의 EROD 활성 측정을 위한 단백질 정량 결과

Sample
Wt used

(g)

Protein content

(mg/g)

gm1

gm2

gm3

gm4

0.267

0.407

0.332

0.484

83.0

49.6

63.5

43.9

(2) EROD 활성

  10,000 g 원심분리 후 EROD 활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4-3에서 나타내었다.

표 3-4-3. EROD 활성 (Data set A")

Sample
EROD (picomoles min-1 mg protein -1)

Protein content (mg/g) Day (analysis)

gm1

gm2

gm3

gm4

11.7

1.14

7.21

1.87

10,000 g 원심분리 후 다시 100,000 g에서 초원심분리한 미크로좀을 제작하여 EROD 활성을 측

정결과는 표 3-4-4에 나타내었다.

표 3-4-4. 미크로좀의 EROD 활성(Data set B")

Sample
EROD (picomoles min-1 mg microsomal protein -1)

Protein content (mg/g) tissue approx

gm1

gm2

gm3

gm4

3.24

0.17

1.43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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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D 활성은 gm 1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gm2, gm3 으로 나타났디.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노출된 농도 순으로 정리한다만, gm1> gm2>gm3이고 노출되지 않은 시료는 

gm4로 판단되었다. 또한 시료의 운반 또는 해동의 과정이 본 분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

로 생각된다. 

(3) CYP1A 단백질 함량

  CYP1A는 gm 1-4의 미크로좀 시료에서 분석하였고(시료 처리순서 중 Data set "C" ) 결과는 그

림 3-4-27에 나타내었다. BEQUALM에서 제공받은 시료 CYP1A의 분자량은 약 55 kDa의 크기

를 가지고 있다. 본 측정의 결과로 가장 높은 단백질 발현이 검출된 시료는 gm 1이며 gm2, gm4 

순으로 발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gm2가 가장 낮은 발현을 보였다. 따라서 CYP1A 단백질을 유

도한 시료의 농도는 gm 1이 가장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으며, gm1 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시료

는 gm3, 다음은 gm 4로 생각된다. gm2는 노출되지 않은 대조구임으로 판단되었다.

EROD 활성과 CYP1A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같은 경향을 보였고, 시료의 화학물질 유도시킨 

농도의 순은 gm1> gm3> gm4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크로좀에서 EROD활성을 특정한 결과는 

gm4와 gm2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활성모두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10,000 

g 원심 분리후 측정한 시료의 EROD는 gm2가 gm4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따

라서 gm2의 시료를 대조구라 판단하여 gm2로 각각의 시료를 보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

다(표 3-4-5).  EROD와 CYP1A단백질 측정 기법은 같은 생체 내 기작을 경유하는 지표를 이용

하나 두 가지 기법은 다른 생리적 요인들과 연동되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기법을 사

용하여 유류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각각의 측정치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CYP1A의 유전자 발현은 보다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또한 본 실험에서 같은 EROD 활성을 측정

함에 있어 제작방법이 보다 복잡하나, 초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미크로좀을 제작한 후 EROD 활

성을 측정한 방법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최고 높은 농도가 약 19배 정도 활성의 차이를 보인 반면, 

10,000 g 원심분리 상층액에서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10배 정도 높은  최고 활성의 차이를 보였다. 

단백질 발현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즉 효소활성이 높게 유도된 어류가 체내 CYP1A 단백질을 합

성하는 것은 보다 둔감하였고, 매우 저농도에 노출된 어류의 경우 단백질 합성이 크게 유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급성 노출된 경우 단백질 발현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따라서 본 QA/QC 

프로그램을 통한 유류 오염지표 측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1. EROD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미크로좀을 제작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감도가 10배 이

상 높게 나타났다.

2. CYP1A 단백질 발현은 효소활성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덜 민감한 도구 로 보였으나 생

체내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EROD활성만을 측정하여 생체내 단백질 발현을 추측

하는 방법보다 CYP1A의 단백질 발현을 함께 측정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

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BEQUALM에  DATA sheet를 제출하여 결과를 통보 하였고(그림 

3-4-28) 다음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그림 3-4-29~32).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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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bequalm.org/biomarkers.htm)

그림 3-4-27. Western blot으로 CYP1A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를 단백질 함량으로 보정해 준 

결과 (Data set "C")

표 3-4-5. 시료 gm2 값으로 각각의 시료의 결과를 보정한 결과

Sample

EROD 

10,000g

supernatant

EROD 

microsome

CYP1A

microsome

gm2

gm4

gm3

gm1

1

2

7

10

1

1.5

16

19

1

1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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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BEQUALM의 제출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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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EQUALM CYP1A 단백질 함량에 대한 QA/QC 최종 보고서

(1) 시료준비 

  4가지 종류의 시료는 Atlantic cod에 0, 0.1, 1 과 25 mg/kg 의 농도로 ß-naphtoflavone을 

복강주사 하여 10일째 되는 날 어류의 간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간은 액체질소를 첨가하면서 

마쇄하였고, 일정한 양만큼 분주하여 이들이 일정하게 혼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시료 분주

  4가지 종류의 시료는 각 참가 실험실로의 발송을 위하여 분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고농도 노출된 시료는 Gm1, 대조군은 G2, 중간노출군은 G3 그리고 Gm4는 낮은 농도로 노출

된 시료이다.

(3) 참가 실험실

  NIVA를 포함한 전 세계 6곳의 실험실에서 참가하였으나 5개의 실험실만이 그 결과가 인정되었다. 

한 실험실은 Western blot, 한 실험실은 dot-blot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3곳 실험실은 semi-

quantitative ELISA법을 이용하였다.

(4) 결과 

  모든 실험실결과는 노출한 정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각각의 실험실에서 사용한 방

법에 따라 다른 값을 보였는데 임의로 실험실 2번을 정하여 다른 실험실과의 결과를 비교한 결

과 dot-blot법은 높은 background를 보였고 ELISA법을 사용한 3곳의 실험실 2, 4, 5번 또한 

최소값과 최대값이 달랐다(그림 3-4-29) Western blot방법을 사용한 실험실도 ELISA법 보다 

background는 높았으나 모든 시료의 노출농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5) 고찰 

  모든 참가자의 결과는 인정될만한 수준이었다. 특히 본 연구팀의 최종결과는 평균값의 표준편차 

안에 속하여 본 실험실 측정기법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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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각 실험실간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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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EQUALM EROD 활성에 대한 QA/QC 최종 보고서

(1) 시료준비 

  4가지종류의 시료는 Atlantic cod에 0, 0.1, 1과 25 mg/kg 의 농도로 ß-naphtoflavone을 복

강 주사하여 10일째 되는 날 어류의 간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간은 액체질소를 첨가하면서 

마쇄하였고, 일정한 양만큼 분주하여 이들이 일정하게 혼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시료 분주

  4가지 종류의 시료는 각 참가 실험실로의 발송을 위하여 분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고농도 노출된 시료는 Gm1, 대조군은 G2, 중간노출군은 G3 그리고 Gm4는 낮은 농도로 노출

된 시료이다.

(3) 참가 실험실

  NIVA를 포함한 모두 14 실험실이 참가하였고 이들 중 12개 참가 실험실만이 결과가 인증되었

다.

(4) 결과 

  한 곳의 실험실만을 제외한 모든 실험실이 물질 처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그림 3-4-30). 참

가번호 9번의 결과는 결과 값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결과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고농도 노

출구에 대한 나머지 3개의 시료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3-4-31 에 나타내었다. 

(5) 고찰 

  참가한 각각의 실험실에서 사용한 방법 중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이용한 방법과 cuvette을 사용

한 방법이 비교 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즉, 단백질 농도로 그 값이 보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단백질정량에서는 6개의 실험실에서는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였고, 6개의 실험실에서는 

Lowry 법, 그리고 1실험실에서는 Pierce 방법을 사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대로  Bradford법은 

그 방법내의 표준 단백질과(BSA)와의 낮은 반응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보다 50%이상의 단백질 농

도를 준다. 따라서 3, 4, 6, 8, 11의 12번 참가 실험실의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단백질 정량 방법

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EROD나 CYP1A 단백질 발현을 조사할 때 단백질 

정량 방법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실험실간의 기술적 수준을 검

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실험실간의 결과적인 차이들은 방법 등에 대한 상호 

토론에 의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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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각 실험실간의 EROD 분석 결과를 비교한 그림

그림 3-4-31. 각 실험실간의 결과를 최고 농도에 노출된 시료의 값과 상대적인 비교를 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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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실험실간의 상호검증 프로그램 이후 BEQUALM에서 발행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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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Tainting 기법 표준화

 서론

  해양에서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수중에 서식중인 생물들은 유출유에 노출되어 생물고유의 

형태, 맛, 냄새 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심지어 화학분석 결과 인간 또는 동물들의 건강에 위

협을 줄 것이라 사료되는 검출범위 이하 수준에서도 맛이나 냄새 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유류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특이적인 화합물질이 맛과 향을 변질시키는 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선진국의 유류 오염영향평가 기술 중 잘 훈련된 관능 

시험(Taint) 페널들의 감각 시험결과와 화학 분석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면서, 관능 

시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화학분석과 관능 시험법간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인 것

은 아니지만, 관능 시험법과 화학분석법은 유출 유류에 대한 노출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해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저하 여부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중요

한 기술로 사료된다. 더욱이 해양활동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해산물

의 섭취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유류 오염에 대한 관능검사는 기름 유출사고 시 

해양생태계 및 어장의 오염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NOAA의 관능 시험법(NOAA 2001, Technical memorandum NOS OR&R)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번역하고 재구성하여 관능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서를 제시하였고, 

(2) 지침서를 바탕으로 직접 양식어류를 활용하여 실험실에서 관능시험을 실시하여 본 방법에 대

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능 시험 평가사의 선발, 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침은 부

록에 첨부하였다. 

 유류유출사고 이후 해산물의 석유계 탄화수소 오염모니터를 위한 
     감 각시험 지침서

 2.1. NOAA 기술문건에 의한 표준절차  

2.1.1. 서론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고농도의 석유계탄화수소에 노출되

며 맛, 향등의 질적인 감소를 유발한다. 심지어 화학분석에 의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농도가 

안정적으로 판단된 유출지역에서도 채집된 수산물에서도 맛이나 향 등이 변질이 감지되기도 한다. 

수산물의 관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는 체내 화학 분석결과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신뢰성 높

은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산물의 안전과 정

확한 질적 평가를 위하여 이 두 방법이 병행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수산업에 종사자 또는 연구

자들에게 수산물 관능시험법은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관능시험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석유계탄화수소의 오염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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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류 오염에 동반되는 해산물 자원의 관능시험법에 적합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지침서는 단지 감각 전문평가인 뿐 아니라 해산물 관리자에

게도 필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지침서에 따른 실험실내 관능시험에 대한 결과를 첨부

하였다. 

2.1.2. 시료채취 및 처리 운반 요령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시료채취에서 처리 운반까지는 위의 그림 3-5-1의 순서를    따르며 관능 

시험을 위한 시료 준비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여 준비한다. 먼저 훈련된 평가인 또는 해산물 전

문평가인 중 적절한 평가사를 선정한 후 대상어패류를 선정한다. 대상어패류는 어류, 패류, 연체

동물류 또는 갑각류로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능시험 대상 해산물과 이를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된 비 오염지역의 시료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전문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같은 생체조직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의 감각기관을 점

검할 수 있는 시료로서 해산물, 다른 식품, 비 식품등을 선정한다. 관능시험 시료는 화학적분석을 

실시하며 다양한 변이 수온, 날씨, 원유의 종류등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노출기간은 1시간에서 

48시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한 결과를 위하여 48시간이상의 노출시간이 요구되며 한 종

의 시료당 6개체가 필요하다. 

관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현장 시료채집 시 시료채집 선박이나 또 다른 원유의 오염원에 의한 오염

② 포장 도구에 의한 또 다른 유류 오염

③ 적절치 못한 보관 온도 등으로 인한 맛과 향의 변질 

④ 모든 시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 필요

⑤ 각 시료의 처리단계의 기록 

훈련된 평가인의 경우 시료는 20 g의 혼합된 시료(각각의 개체의 다른 부위의 혼합)와 20 g 어류

의 등 근육의 단일조직 시료(체장과 개체수의 기록이 필요)로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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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감각시험법을 위한 시료채취 및 처리 운반요령

생물종은 제3의 다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장비를 사용한다. 노출실험이후 깨끗한 물

로 세척한 후 수분 제거를 위해 비 염소계의 얼음위에 방치한다. 시료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시료

의 수분 제거 후 두 겹의 알루미늄 호일에 포장 후 두 겹의 저장 백으로 포장한다. 시료 관련 자료

의 정확한 기록하고 저온상태 유지(4℃ 하여 실험시 까지 보관할 수 있다(-20℃ 보관 1개월 이내 

사용 시). 

적합한 시험법과 평가자를 선택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주관적 평가를 위하

여는 비 훈련된 평가인을 선정하며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훈련된 평가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 감각평가를 위해 선택되거나 뽑힌 평가자는 25명이 적절하며 감각평가를 위해 패널로 참가하

기 위하여 선택되거나 숙련된 평가자는 10명에서 15명이 적절하다. 전문가 평가위원은 1명에서 5

명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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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은 삼각시험법, 대조군과의 차이 시험법, 서술적 평가 시험법 등이 있다. 삼각시험법은 세 개

의 시료 중 두 개의 같은 시료를 시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조직일 경우에 가능하며, 많

은 수의 시료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대조군과의 차이 시험법 대조군과의 차이점의 정도 등을 통

해 표현이 용이하고 평가자가 다른 요인(자연 변이, 같은 종의 맛의 차이 등)에 의해 적게 영향을 받

는 장접이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하다. 서술적 평가기법은 전문가 평가인으로 구성

되었을때 적합하다. 관능시험을 위한 전문평가인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후보들로부터 선발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감각이 예민하고, 해산물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으며, 시험법

의 훈련을 통해 분석능력을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 등을 통해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어야 한다.

2.1.3. 평가 방법

  감각시험을 위한 결정 경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평가방법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평가자는 오염여부를 “인식” “실패”로 표시한다. 오염여부

는 강하면 3으로 하고 약하면 0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표시한다. 만약 날 시료 향에서 결정되면 시

험을 중단하고, 날 시료에서 알 수 없을 때는 익힌 시료를 이용한다. 익힌 시료의 오염여부가 인지

되면 시험을 중단하고, 만약 인지할 수 없을 때는 익힌 시료의 맛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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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관능시험법의 결정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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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된 평가자와 전문평가사의 훈련은 본보고서 부록의 ISO-8586-1와  ISO-8586-2 번역본

을 참고한다.

표 3-5-1. 일반적인 감각평가사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

시험 방법 평가자의 종류 평가자의 특성과 필요한 수 장점

소비자 시험법

비 훈련된 평가자

시장에서 선택된 초기 

평가자

 감각에 크게 의존 

- 적어도 100인 이상

관능시험을 위하여 어떠한 

예상도 갖고 있지 않음.

구별 시험법

선발되고 훈련된 

평가인으로 짧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

 감각전문가의         

감독하에일하고      

있으며 짧은 임무수행 

- 25인정도가 필요

 유류에 관련된 훈련   

만이 요구됨

서술식 시험법

장기간의 관능 

시험에대한 임무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

- 감각전문가의 

감독하에서 일하고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양적, 질적인 

정보까지 제공 가능

- 10-15인이 필요

소수 인원이 요구되며

오랜 시간 감각기억과 

축적된 경험으로 

관능시험에 기여

 생산 전문가를 

이용한 시험

-감각법에 관한 좋은

 경험과 높은 수준의   

감각 민감성을 가진

 평가자

- 날 시료, 저장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예상하고 

 평가

- 감각기억이 길고, 

 독립적으로 활동

 다양한 경험

- 인식과 감각특성이

 고도로 발달됨

- 평가를 위하여 

 3-5인정도 필요

- 전문 페널에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생산전문평가자는 

 모든 평가에 대해 

 책임 부여

- 법적 또는 계약상의   

문제에 대한 충고  가능

관능시험은 일반적으로 유류오염정도가 애매한 상태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평가환경은 외부적 영

향이 최소화된 상태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시설의 밝기 

정도, 감각 실험동안 시료에 의한 냄새를 제거하기에 적당한 환기 시설이 있어야 하며 시료이외의 

다른 냄새가 첨가되지 않도록 주의(냄새가 없는 비누 사용 등)가 필요하다. 기름 유류 유출지역에

서 채집된 시료의 관능시험에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시료의 양호한 상태

의 유지 여부(온도, 운반 등) 환경에서 기인한 냄새로 인한 혼돈 다른 방해요소의 노출 여부(장비

소음)등 따라서 기름 유출에 따른 관능시험은 실험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능시험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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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저장을 위하여 냉장고, 냉동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시료전시를 위한 유리용기, 평가를 위

한 테이블과 벤치가 있어야 하며 싱크시설이 있어 시료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정등에 활

용한다. 기타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 세라믹접시, 유리접시, 온도계, 저울등이 요구되며 분리된 

공간에서 시료의 전처리는 이루어져야 하고 빛의 밝기 1000 lux/m2 무향 무취의 물 준비 20에

서 24℃ 유지, 습도 45%, 시료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핫 플레이트, 절단기(칼, 포크, 스푼) 등

이 갖추어져야 한다.

전문평가사를 위하여 외부의 방해가 적은 전문 작업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독립된 탁자(스텐레

스 스틸)와 3면이 막힌 공간이 필요(다른 사람과 구별된 공간)하다. 훈련된 평가인은 칸막이가 있

는 부스형태의 자리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각 크기가 27-32 inches 폭)을 제공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명과 적당한 의자, 배수시설 등이 필요하다. 평가자는 오염된 시료를 만지거나 준

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준비자와 평가자 모두 흡연을 삼가야 하고, 무취의 비누와 적절한 실험복

을 착용한다. 시료의 준비와 조리 등 모두 비밀을 유지한다.

관능시험을 위한 시료는 정확히 날짜와 양, 받은 시료의 종류, 상태 등을 꼼꼼히 기입하고 저장 과

정을 기입한다. 포장되지 않은 시료는 받는 즉시 생리적 손상을 검사한다. 즉시 시험이 실시된다면 

시료는 다시 얼음에 보관한다. 냉동된 시료가 왔을 경우 시료의 상태를 검사하고 시료가 해동된 후 

3가지 형태로 기입하여 나눈다. 시료 준비 및 전시를 위한 순서는 표 3-5-2와 같다. 

가열되지 않은 조직 시료는 숙련된 평가자에게 제공되며, 처음에 날것으로 다음엔 요리된 시료 순

서로 평가한다. 어류는 근육부분만 확보하여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얼린다. 혼합되고 분쇄된 시료

는 훈련된 평가인이 평가한다. 각 조직을 섞어서 20 g 씩 나눈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싼다. 시료는 

요리 후 평가된다. 최소 6개체를 이용하여 자연 상태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시료의 크기와 기본적

인 생물학적 정보를 기록한 후 조직을 모은다. 똑같은 시료로 준비하고 저온상태를 유지한다. 저온

상태가 유지된 시료는 평가 직전에 옮겨서 평가하며 냉동된 시료는 냉장에 24시간 둔다.

날 시료는 해동시킨 후 실온에 정치시켰다가 유리뚜껑으로 덮어 둔다. 요리된 시료 는 요리 후 140 

- 150F 유지한다. 알미늄 호일로 포장된 시료는 7분 동안 가열된 warming tray(얼려져 있을때 

10분간 스팀 가열) set를 평가자에게 옮긴다.

- 시료 각각의 세트당 3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시료를 표시한다.

- 시료는 평가자에게 15에서 20분사이로 나누어 전시한다.

- 평가자는 최대 8개 정도의 시료를 각각의 부스에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

관능시험에 있어 죽은 시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자는 평가장에 들어가기 전 손을 향이 없는 

비누로 씻고, 건조시킨다. 평가시간동안 담배를 펴서는 안되며 시료에 손대는 것을 최소화 한다(

각 시료 세트를 만진 후 닦을 수 있는 휴지 또는 개수대를 준비한다). 맛을 평가할 때 후 참가자들

은 엄격하게 씻고, 뱉아낸다. 각 시료간의 수세는 증류수 등으로 씻는다. 평가하기 전 모든 기구들

에 대해 숙지시키며 평가는 냄새로 평가한 후 시료를 싼다. 맛보기 위하여 시료는 절반을 사용한

다. 한 시료 평가 후 입은 세정한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396 •

2.1.4. 관능 시험

가. 평가 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깨끗하고 냄새가 없는 실험복을 착용(향수등을 자재) 

-  평가 30분전에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  평가 하루 전에 매우 매운 음식은 피한다.

-  평가인은 평가도중 흡연을 삼간다.

-  손을 깨끗이 한 후 평가장에 들어온다.

-  따뜻한 시료를 평가한다.

표 3-5-2. 시료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순서도

전문평가사를 위한 단일조직시료 훈련된 평가인을 위한 혼합조직시료

단일 조직들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에 넣는다.
다양한 조직들을 분쇄하고, 나누어 각각 호일팩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다. 

하나의 미지 시료를 각각 보여주고, 평가자들이 

이동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페널들에게 혼합조직 시료를 보여준다.

모든 평가사는 각 시료를 시험한다.
한사람의 평가자가 호일로 포장된 시료세트를 

평가한다.

진공포장 된 시료는 해동시킨다. 냉동된 호일포장 세트를 해동시킨다.

날 시료는 냄새 평가를 위하여 유리용기로 덮는다. 시료는 익힌 상태에서만 냄새와 맛을 평가한다.

시료를 유리용기가 덮힌 상태에서 160°F 의 온도로 

가열한 후 온도를 유지하면서 평가실로 옮긴다. 

시료들은 7분간 스팀으로 가열시킨 후 온도를 

유지하면서 평가실로 옮긴다.

냄새를 평가하기 전, 평가자는 모든 시료의 냄새를 

먼저 평가하고, 날 시료의 냄새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요리된 시료의 냄새와 맛을 평가한다.  

평가자는 시료의 냄새를 평가한 후 호일로 다시 

포장한다. 평가자가 냄새로 오염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맛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 중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가순서는 냄새를 맨 처음 평가한다.

- 평가 후 알루미늄 호일로 다시 싼다.

- 시료를 만지는 것을 피한다.

- 손으로 시료를 만졌다면 냄새가 없는 비누와 증류수 등으로 씻는다.

- 동일한 세트내에서 각 시료간 적어도 1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다.

- 다른 시료 세트는 15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평가한다.

- 냄새의 평가를 위해 2-3회 정도의 얕은 킁킁거림으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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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코와 시료와의 거리가 표준화 시켜야 한다. 

- 평가자의 코는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 맛의 평가를 위하여, 입을 소금이 없는 크래커를 씹고, 깨끗한 물로 입을 씻는

  과정을 각 시료 평가 사이에 반복하여 깨끗이 한다.    

다. 평가의 결정

  평가는 다음의 3단계의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한다.

  

- 1단계 : 날 시료의 냄새를 평가한 후 유류오염의 인지되면 “중지” 그렇지 않으면 

2 단계로 간다.

- 2단계 : 익힌 시료의 향을 평가한 후 유류오염이 인지되면 “중지” 그렇지 않으면 

3단계로 간다.

- 3단계 : 익힌 시료의 맛에서 오염이 인지되면 “중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 시료”

라. 전문평가사를 위한 평가순서는 그림 3-5-3과 같다.

마. 훈련된 평가인들은 해산물 관능시험결정을 위한 순서도(그림 3-5-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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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전문 평가자의 기름오염에 대한 관능시험 순서도

2.1.5. 평가서 작성

  전문가용 평가서는 단지 오염여부만을 답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많은 요인을 기록할 수 있는(약함, 

강함 등)보다 자세한 것을 포함한다. 오염의 강도와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훈련된 평

가인용 평가서는 대조군시료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만을 답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전문가는 2가지 형태의 결과처리가 가능하다. 먼저 통과(PASS) 또는 부적격(FAIL) 결정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통계처리는 부록 1의 피셔 테스트(Fishers exact test)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답(60% 또는 80%) 숫자로 통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 전체중에 몇 명의 평가자가 맞

추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실제 4-5명이 오염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오염 양성판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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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양성판단을 내린 경우 초기실험을 추가하고, 0~1명이 양성판단을 내린 경우 비 오염시료로 

판정한다(부록2).

그림 3-5-4. 훈련된 평가인의 기름오염에 대한 관능시험결정 순서도

훈련된 평가자는 대조군과의 차이를 평가하는 판별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낸 후 통계처리 한며 결

과는 불일치(대조군)를 분석함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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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양식어류를 이용한 관능 시험 절차의 검토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이미 유류오염에 대한 관능검사의 표준 지침

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평가사가 도입되어 유류오염에 대한 피해 입증의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능실험에 대한 실험적 절차나 입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료

가 전무할 뿐 아니라, NOAA에서 제시된 지침서의 타당성 여부의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소비성을 고려한 국내 서식어종인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서 제시한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유류에 노출시킨 후 선발된 평가자를 통해 관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타탕성을 검증하였다. 

2.2.1. 관능시험법 시료의 준비 및 방법 

  실험어 및 노출 : 실험에 사용된 어류는 경남 통영의 청청해역에서 서식하는 만 1년생의 조피볼락 

(500g ± 0.5)을 오염여부를 사전에 검사한 후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수조동 (그림 3-5-5)

에 48시간동안 순치시킨 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어류는 총 20마리로 사육조건은 자연광

에서 여과해수를 지속적으로 순환 공급하였고 실험기간동안 사료는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노출

구는 20 ppm의 경유를 해수에 첨가하여 40시간동안 어류에 노출시켰고 대조군은 별도의 사육

수조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해수에 사육하였다.

그림 3-5-5. 관능시험을 위한 어류의 노출 A; 대조군 B; 경유에 노출중인 볼락

2.2.2. 시료의 준비 및 전시 

  노출 후 40시간 후 대조군과 노출군을 위해 따로 준비된 테이블에서 어류 시료를  준비하였다. 

선택된 어류들은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고 외형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어류를 개복하여 간장

과 쓸개를 척출하여 분석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먼저 깨끗한 증류수로 어체를 깨끗이 헹군 후 얼

음위에서 배수시켰다. 배수된 개체는 노출구와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각 근육부분을 절취한 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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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썰어 얼음위에서 보관하였다. 깨끗한 자리로 옮긴 후 각각의 시료는 20 g씩 나누어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하여 무작위로 선택된 세 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일련의 모든 과정은 얼음위에서 보

관 및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였고, 대조군과 노출군의 준비과정은 따로 분리하여 동시에 수행

되었다. 익힌 시료의 관능시험을 위하여 분리된 스팀 솥에 호일로 포장된 시료를 각각 넣고 7분간 

가열하여 준비 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여 시험장으로 운반되었다. 준비된 평가자가 입장하기 바

로 직전 전시되었고, 평가서는 평가자의 오른쪽에 시료는 중앙에 평가자를 위한 마실 물과 휴지 등

도 탁자위에 준비해 두었다. 모든 시료의 준비과정과 전시는 본문에서 제시한 지침서에 준하여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체 제작된 평가서는 그림 3-5-6에 나타내었다.

2.2.3. 관능시험 
  준비가 완료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평가자를 시험장으로 입실시켜 각자의 판별할 시료를 확인

시켰다. 본 관능시험법은 참가 평가자가 전문 평가인이 아니므로 소정의 훈련 후 DFC(difference 

from control)법을 적용하였고, 시험 전 모든 평가자의 유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검사 

순서는 지침서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날 시료의 냄새-날 시료의 맛-익힌 시료의 냄새-익힌 시료

의 맛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한 총 평가인은 25명이었으며 준비에 참여한 인원

은 평가자에서 제외시켰다.

2.2.4.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대조군의 시료를 미리 지정해주고, 준비된 2개의 미지의 시료를 대조군과 같은지 다

른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선발된 평가자 전체의 관능시험 결과를 그림 3-5-7과 같

이 나타났다. 전체 평가자의 평균 적중률은 30%정도였고, 시료의 판별의 정확도는 날 시료의 맛으

로 판별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익힌 시료의 맛 그리고 익힌 시료의 냄새 순서로 높았다. 50%이상

의 정답률을 보인 평가자들의 결과만을 분리한 결과(그림 3-5-8), 날 시료의 맛이 가장 높은 정답

률을, 익힌 시료의 맛이 두 번째로 높았고 익힌 시료의 향이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평

가자가 오염된 시료를 판별하지는 못했으나 대조군을 오염시료로 오판하지 않은 평가자를 “유사

정답”으로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5-8의 결과를 분석하면 날 시료와 익힌 시료 모두 냄새

로 오염여부를 판단할 때, 오염되지 않은 시료를 오염시료로 오인하여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관능시험의 순서가 냄새와 맛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

으로 냄새로 판단하는 것보다 맛으로 판단했을 때 높은 적중률을 보여, 역시 덜 예민한 후각을 이

용한 시험 후 미각을 이용하여 판단내리는 것이 적절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50% 이상의 정확

도를 보인 사람들 역시 일치 하였다. 그림 3-5-9은 성별로 나누어 적중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본 

실험에 응한 평가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맛을 이용한 시험에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나 냄새의 경

우 남성은 날 시료, 여성은 익힌 시료에서 다른 성별에 비해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2.2.5. 결론

  유류오염에 대한 관능시험법은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사례가 없고, 그 필요성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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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유류오염의 정도에 따라 향으로부터 판단하고 이때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맛을 평

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오염도가 클 경우 날 것의 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가장 오염여부

에 민감한 기관이 미각임을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료의 결과의 국내 식생

활 습관을 고려해 볼 때 어류에서는 날 시료의 향에서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더라도, 익힌 시료 

이전에 날 시료의 맛에서 오염여부를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오염된 시

료를 미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평가자의 안전과 개인적인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익힌 시료에서만 판

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름 유출 사고의 발생 시 본 보고서에서 추천하고 있

는 지침서 그림 3-5-10의 순서에 따라 대조군 시료와 오염시료를 채집, 운반 저장 하고 일련의 순

서에 따라 시료를 준비한 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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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서 (Difference-from-Control)

평가자 이름 :                                  날짜 : 05. 04. 29                                                       

* 먼저 각각의 시료 번호를 기입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 향-> 맛의 순서로 실험하여 주시고, 테이블에 놓인 시료를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향과 맛을 평

가해 주세요.

* (가) 시료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시료): 알려준 시료

시 료 번 호 (가) 시료와 같다 (가) 시료와 매우 다르다

날 것

향

맛

익 힌 것

향

맛

그림 3-5-6. 관능시험법 결과 작성을 위한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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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전체 평가자의 관능 시험 결과. 날(냄새); 날것 시료의 냄새, 날(맛); 날것 시료의 맛, 익(

냄새); 익힌 시료의 냄새, 익(맛); 익힌 시료의 맛

그림 3-5-8. 50% 이상 정답률 평가자의 관능 시험 결과. 날(냄새); 날것 시료의 냄새, 날(맛); 날것 시

료의 맛, 익(냄새); 익힌 시료의 냄새, 익(맛); 익힌 시료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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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전체 평가자의 관능 시험 결과의 성별로 분류. 날(냄새); 날것 시료의 냄새, 날(맛); 날것 

시료의 맛, 익(냄새); 익힌 시료의 냄새, 익(맛); 익힌 시료의 맛

또한 국내 유류오염으로 인한 해산물의 위해성 여부를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평가

사와 선별된 평가자 양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두 부류의 평가인에 대한 선별작업과 훈련 과정

은 다음에 첨부된 ISO-8685-1과 ISO 8685-2를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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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유류사고발생시 전문평가자 또는 선발된 평가인의 관능시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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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제 1 절 서 언

 조사개요

1.1. 조사의 배경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주로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나 화

석연료에 의해 생성되며, 자연적인 발생원도 있지만 대부분 인위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PAHs의 

해양 환경으로의 주된 유입경로는 대기를 통한 유입과 산업폐수 또는 도시유출(urban runoff)을 

통하여 하천이나 강으로 부터의 유입 등이 있고, 해상에서는 선박 활동에 의한 유류 유출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유출과 고의적인 투기 등에 의한 유입이 있다.

해양환경으로 유입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용해성이 낮고 친유성을 가진 화합물로 해수 중에

는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Means et al., 1980, Karcher, 1988). 그러나 해수 내 미세입자

와 흡착하여, 수층에서 광분해와 생물학적 분해과정 등을 거친 후 침적된다. 침적된 PAHs는 광

화학·생물학적 분해능이 떨어져 해양퇴적물 내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을 보인다(Schlautman 

and Morgan, 1993).

유류오염 사고 시 해양으로 유입된 유류기원 PAHs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퇴적물 내 장기간 잔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양 내 다양한 매체 중 퇴적물의 경우 저장고의 역할(sink)을 하므로 유류

오염 사고의 영향범위, 정도, 지속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퇴적물 내 유류성분 특히 잔류성이 

강하고 독성이 높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주로 사용된다.

해양환경 내에 잔류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해양생물 체내에 축적이 되고, 지속적으로 위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여과 습식 개체(filter feeder)인 이매패류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대

사효율이 낮아 오염물질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어 오염을 연구하기 위한 bio-monitoring 종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Goldberg, 1975).

유류에 포함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많은 선진국

은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많은 유관 부처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유류오염 배경자료 

중 PAHs자료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조사에서는 독성이 알려져 있는 16PAHs를 기준으로 독

성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유 내에 주요화합물로 존재하는 알킬PAHs의 독성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양환경에 고농도로 잔존하는 알킬PAHs의 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hode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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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체위해성평가 기본자료를 위해 미국 EPA에서 추천한 16가지의 PAHs외에도 

유지문 감식에 필수적인 18개 그룹의 알킬화된 PAHs 및 11종 특정 알킬 PAHs 분석기법을 도입

하여 국내 주요해역에 대한 유류오염 배경농도 조사를 위해 GS-칼텍스정유 및 여천산업공단이 

위치한 광양만 해역(해양수산부, 2002),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인천항, 대산항 및 평

택항이 위치한 경기만 해역(해양수산부, 2004), 그리고 마산/진해만/거제해역(해양수산부, 2005) 

및 부산해역(해양수산부, 2006), 울산해역(해양수산부, 2008)에 대해 유류계 PAHs 조사 및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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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유류계 PAHs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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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채취

2.1. 조사해역

2.1.1. 광양만 표층퇴적물 조사 정점

  남해 중부해역에서는 GS-칼텍스정유 및 여천산업공단이 위치한 광양만 해역에서 2001년 6월

에 총 54개 정점에서 Van veen 그랩을 이용하여 배경농도 조사를 위한 표층퇴적물이 채취되었

다. 채취된 퇴적물 시료 중 표층 약 2 cm의 퇴적물을 분석에 이용하였다(그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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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광양만 퇴적물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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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경기만 조사 정점

  서해안에서는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인천항과 남동공업단지, 시화공단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

지가 위치하여 유류오염 우려 해역인 경기만에서 조사가 되었다. 경기만 북부에서는 인천항이 위

치한 주변해역에서 배경농도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만 남부 해역에서는 아산만 그리고 가로림만 

주변의 유류오염 배경자료 획득을 위해 퇴적물과 이매패류를 채취하여 PAHs의 오염현황을 조사

하였다(그림 4-1-3).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423 

4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그림 4-1-3. 경기만 전체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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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만 북부(인천항) 표층퇴적물 조사 정점

  2003년 7월에 인천항, 남동 공업단지 그리고 시화공단이 위치한 해역 33개 정점(S1~S33)에서 

배경농도 조사를 위한 표층퇴적물이 채취되었다(그림 4-1-4).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425 

4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그림 4-1-4. 경기만 북부 조하대 표층 퇴적물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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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만 남부(조하대) 표층퇴적물 조사정점

  2004년 11월에 경기만 남부 조하대(아산만, 가로림만 주변 해역)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

다. 아산만에서는 8개 정점(S1~S8)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고, 삼길포(S12~S15)와 가로림만

(S21~S37) 주변 해역 17개 정점에서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였다(그림 4-1-5, 6).

그림 4-1-5. 경기만 남부 아산만 조하대 표층퇴적물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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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경기만 남부 가로림만 조하대 표층퇴적물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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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만 남부(조간대) 표층퇴적물 조사 정점

  2004년 11월에 경기만 남부(아산만, 가로림만) 주변 연안 조간대(CS1~CS17) 17개 정점에서 표

층퇴적물이 채취되었다(그림 4-1-7).

그림 4-1-7. 경기만 남부 조간대 표층퇴적물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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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만 이매패류 조사정점

  2004년 11월에 아산만 주변에 위치한 영흥도, 대부도 그리고 가로림만 주변 조간대 25개 정점에

서 이매패류(굴, 담치*, 대수리**) 시료를 확보하였다(그림 4-1-8).

그림 4-1-8. 경기만 이매패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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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진해만 조사 정점

  남해안의 유류오염 우려 해역인 진해만과 거제 해역의 유류오염 배경자료 획득을 위해 퇴적물과 

이매패류를 각각 77개, 27개 정점에서 채취하여 PAHs의 오염현황을 조사하였다(그림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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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진해만 전체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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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해만 표층퇴적물 조사 정점

  창원공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 중공업단지 등이 위치한 진해만은 선박의 입출항이 잦아 유류 유

출사고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반폐쇄성 만이다.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를 위해 2004년 2월에 진해

만과 행암만에서 표층퇴적물 21개 정점(S1~S21)에서 채취하였다(그림 4-1-10).

그림 4-1-10. 진해만 표층퇴적물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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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현만 표층퇴적물 및 담치 조사 정점

  산업시설 및 인구가 밀집한 고현만은 조선소 및 주변항만시설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곳으

로 배경농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층퇴적물 시료는 2003년 11월에 고현만 해상 18개 정점(S1~S18)

에서 채취하였다. 이매패류 시료는 2004년 3월에 15개 정점(B1~B15)에서 시료를 확보하였다(그

림 4-1-11).

그림 4-1-11. 고현만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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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세포 표층퇴적물 및 담치 조사 정점

  거제해역에서 지세포는 주요 유류 오염원으로 석유비축기지와 주변 어업활동이 존재한다. 거제

해역 배경자료 확보를 위해 지세포를 중심으로 2006년 3월에 퇴적물 19개 정점(S1~S19)에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매패류(진주담치)시료는 2004년 9월에 11개 정점(B1~B11)에서 채취하여 분

석하였다(그림 4-1-12).

그림 4-1-12. 지세포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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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산해역 조사 정점

  부산해역은 대규모의 항구시설이 발달해 있으며,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부산해역 및 인근해역의 

유류유출사고건수가 총 139건으로 다른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부산 신항의 개항에 

따라 대형선박의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신항만과 기존 항만을 포함한 해상 43개의 표층 퇴적물 정점(출입이 제한된 

S30~S34정점을 제외)과 조간대 4개 정점(B1~B4)에서 채취하였다. 이매패류(담치류) 시료는 

조간대 연안암반과 테트라포드 21개 정점에서 채취하였고, 해상 부위(buoy)가 위치한 4개 정점

(S12, 23, 25, 42)에서 추가 채취를 하였다(그림 4-1-13).

그림 4-1-13. 부산해역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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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울산해역 조사 정점

  울산해역은 울산항과 울산신항을 포함한 항구 접안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조선소와 석

유화학 단지가 위치해 있어 유조선의 활동이 빈번한 곳이다. 울산해역에서 2010년 6월까지 발생

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12건에 유출량 8만4,508 ㎘로 2009년 6월 9건(262 ℓ)에 발생건수와 유출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출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조사에서는 배경자료 확보를 위해 울산항을 중심으로 총 40개의 해상 표층퇴적물(S1~S40)

을 확보하였다. 이매패류(담치류) 시료는 간조시에 조간대 연안암반과 테트라포드 21개 정점

(B1~B21)에서 채취 후 분석하였다.

그림 4-1-14. 울산해역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 조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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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채취 방법

2.2.1. 표층 퇴적물 채취 방법

  조간대 표층 퇴적물 시료는 대부분 펄질의 연성 조간대에서 채취되었다.  시료 채취는 스텐레스 

시약 스푼을 이용하여 표층 1~2 cm의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조하대 표층 퇴적물 시료는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직접 채취하였다. 퇴적물은 반빈 그랩(Van 

veen Grab)을 이용하여 채취 후 현장에서 표층 1~2 cm의 퇴적물을 스텐레스 시약 스푼으로 채

취하였다. 채취 된 퇴적물 시료는 450℃에서 4시간 이상 태운 250 mL 암갈색 유리병에 넣은 후 

분석 전까지 영하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였다(그림 4-1-15).

그림 4-1-15. 조간대와 조하대 표층 퇴적물 채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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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매패류 채취 방법

  참굴(Crassostrea gigas) 시료채취는 간조시에 연안의 암반과 테트라포드에서 굴칼을 이용하

여 채집하였으며, 각 정점에서 대략 50 마리 내외의 시료를 현장에서 식용 부위만 채취하여 250 

ml 암갈색 유리병에 보관하였다. 진주담치(Mytilus edulis) 또는 홍합(Mytilus coruscus) 시료

는 조간대 지역 또는 해상 부표(buoy)에서 대략 50 개체 이상 채취하고 미리 세척된 알루미늄 포

일에 싼 후 지퍼백에 보관하였다. 대수리(Thais clavigera)는 연안 암반에서 핀셋을 이용하여 채

집하였으며, 한 정점에서 60 개체 이상 시료를 채집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현장에서 드라이아이스

로 냉동시켜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실험실 이동 후 길이, 너비, 무게 등 기초자료를 측정하였다. 

생체 기초 자료가 측정된 이매패류 시료는 패각을 제거한 후 250 mL 암갈색 유리병에 넣은 후 분

석 전까지 영하 20℃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였다(그림 4-1-16).

그림 4-1-16. 이매패류 채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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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시료전처리

1.1. 퇴적물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방법

  퇴적물 내 존재하는 PAHs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분석과정은 크게 시료추출, 정제, 기기분

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석방법에 대한 모식도는 그림 4-2-1에 나타내었다. 현장에서 영하 

20℃ 이하의 냉동상태로 보관된 퇴적물 시료는 실험실에서 해동시킨 후 균질화하여 분석에 이

용하였다. 퇴적물 시료 약 3 g을 무게접시에 담아 건중량 측정에 이용하였고, 약 20 g은 막자사

발에 담아 450℃에서 4 시간 동안 활성화시킨 무수황산나트륨 50 g과 함께 혼합하여 수분을 제

거한 뒤 200 mL의 디클로르메탄으로 16 시간 동안 속실렛(Soxhlet) 추출하였다. 추출 전 분석 

화합물에 대한 내부표준물질(surrogate standards; naphthalene-d8, acenaphthene-d10, 

phenanthrene-d10, chrysene-d12, perylene-d12)을 첨가하여 회수율을 구하는데 사용하

였다.

속실렛(Soxhlet)을 이용하여 추출된 추출액은 회전용매농축기로 2~3 mL 수준으로 농축한 후 

노말헥산 20 mL을 사용하여 용매 치환한다. 용매 치환 후 추출액에 존재하는 무기 황을 제거하

기 위해 활성화된 구리를 사용하였다. 무기 황이 제거된 추출액은 실리카겔컬럼 크로마토그래프

를 이용하여 분취과정을 거친다. 실리카겔컬럼 크로마토그래프는 내경 1 ㎝, 길이 30 ㎝의 유리 

컬럼에 무수황산나트륨 1g, 활성화된 실리카겔 3 g, 무수황산나트륨 1 g 순으로 충진한 후 추출

액을 컬럼 상부에 주입하였다. 30 mL의 디클로르메탄:헥산 (1:1, v/v)을 사용하여 분액을 받아냈

다. 분액을 회전용매농축기를 사용하여 2~3 mL 수준으로 농축 후 노말헥산 15 ml로 치환하였

다. 노말헥산으로 용매 치환된 시료는 고순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0.5 mL로 농축시킨 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내부표준용액(GC internal standard; terphenyl-d14)을 첨가한 후 GC-vial

에 옮겨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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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퇴적물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방법 모식도

1.2. 이매패류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방법

  냉동상태로 보관된 이매패류시료는 실험실에서 해동 후 균질화하여 분석하였다. 어패류 시료 3 

g을 무게접시에 담아 건중량을 측정하였고, 습중량 20 g을 막자사발에 담아 450℃에서 활성화

시킨 무수황산 나트륨 약 50 g으로 혼합하여 수분을 제거한 뒤 200 mL의 디클로르메탄으로 16 

시간 동안 속실렛 추출하였다. 추출 전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회수율을 구하는데 사용하였

다. 추출액에서 10 mL을 분취하여 지방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추출액은 자동회전

용매농축기로 2~3 mL 수준으로 농축한 후 실리카/알루미나 칼럼을 이용하여 컬럼 정제를 한다. 

실리카/알루미나 칼럼에는 10 g 알루미나(1% 수분함량)와 20 g 실리카겔(5% 수분함량)을 충진하

며, 100 mL 디클로르메탄으로 농축된 시료 추출액을 용출시킨다. 용출액은 농축기를 이용하여 

대략 1 mL 로 농축한 후, HPLC 정제를 한다. HPLC 검정용액으로 머무름 시간을 측정한 후 시

료 주입부에 시료를 주입하여 지정한 시간대의 분액을 받는다. 이때 사용되는 이동상으로 디클로

르메탄을 사용한다. 정제가 끝난 용출액은 자동회전용매농축기를 사용하여 2 mL정도 농축 후 

헥산 20 mL을 사용하여 용매 치환하였다. 용매 치환된 시료는 질소가스 하에서 0.5 mL로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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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내부표준용액을 첨가하였다(그림 4-2-2).

그림 4-2-2. 이매패류 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방법 모식도

 기기분석
   

  기기분석을 위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계열은 GC-MS (Hewlett Packard 5890 gas chro-

matograph - Hewlett Packard 5972 mass selective detector)를 사용하여 정량·정성 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검출기의 조건은 표 4-2-1에 나타내었다.

분석대상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총 24종으로 분자량 128의 나프탈렌에서 278의 디벤조[a,h]안트

라센까지 분석했다. 위해성평가 및 일반적인 환경 모니터링 목적으로 조사된 PAHs는 EPA(1987)

에서 우선관리대상물질로 정하고 있는 16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대상 화합물은 naph-

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

ranthene, pyrene, benz[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

ranth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a,h]anthracene, benzo[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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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ylene이다(표 4-2-2, 그림 4-2-3). 또한, 유류의 주요 구성성분인 알킬화된(C1-C4) PAHs 

동족체인 알킬화된 나프탈렌, 플루오렌, 페난스렌, 다이벤조티오펜, 크라이센의 농도를 측정하였

다(표 4-2-3). 알킬 치환된 PAHs는 유류유출 영향 평가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화학인자로 보고

된바 있다(Wang et al., 1999a). 알킬 치환된 나프탈렌, 플루오렌, 페난스렌, 디벤조티오펜, 크라

이센의 합을 총 알킬 PAHs 농도로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그림 4-2-4에 현장시료에서 분석된 

알킬화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하였다.

정성·정량 분석을 위해 미국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의 

NIST 2260 표준물질을 사용했다. 다섯 단계의 PAH 표준용액(0.015, 0.03, 0.3, 0.75, 1.5 ppm)

을 이용하여 검량선식을 구하였다. 검량곡선은 선형회귀직선방정식을 사용하였다.

Y=AX+B

Y=CA/CIS=A(AA/AIS)+B

A는 추세선의 기울기, B는 추세선의 절편 값, CA는 분석 대상화합물의 농도 (ng/㎖), CIS는 내부

표준물질의 농도 (ng/㎖), AA는 분석 대상화합물의 면적이고 AIS는 내부표준물질의 면적 값이

다. 모든 분석대상화합물의 상관계수(R2)는 0.999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4-2-1. PAHs 분석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검출기의 분석조건

Gas chromatograph / Mass Spectrometer

GC condition (HP GC 5890)

Column: DB-5MS (30m × 0.25 mm × 0.25 ㎛ Film)

Temperature program:

   Initial @ 60℃ (2 min)

   Ramp (6℃/min to 300℃)

   Final @ 300℃ (13 min)

Carrier gas: He 1.0 mL/min

Injection port Temp: 300℃

Injection mode: splitless

Injection volume: 2 ㎕

MS condition (HP MS 5972)

Interface Temp: 280℃

Ionization Voltage: 70 eV

Monitoring method: Selected 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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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PAHs 분석에 이용한 질량분석기의 정량·정성이온

Approximate time 

window
Compounds Abbreviation Target m/z Confirmation m/z

8 to 23 min Naphthalene-d
8

136

Naphthalene Naph 128 127

2-Methyl naphthalene 2mN 142 141

1-Methyl naphthalene 1mN 142 141

Biphenyl 154 152

2,6-Dimethyl naphthalene 2,6mN 156 154

Acenaphthene-d
10

164 162

Acenaphthylene Acnl 152 151

Acenaphthene Acnt 154 153, 152

2,3,5-Trimethyl naphthalene 2,3,5mN 170

Fluorene Flu 166 164

23 to 32 min Phenanthrene-d
10

188

Phenanthrene Phen 178 176

Anthracene Anth 178 176

1-Methylphenanthrene 1mP 192 191

Fluoranthene Flrt 202 101

Pyrene Pyr 202 101

Terphenyl-d
14

244

32 to 52 min Chrysene-d
12

240

Benz[a]anthracene BaA 228 226

Chrysene Chr 228 226

Benzo[b]fluoranthene BbF 252 250

Benzo[k]fluoranthene BkF 252 250

Benzo[e]pyrene BeP 252 250

Benzo[a]pyrene BaP 252 250

Perylene-d
12

264

Perylene Per 252 250

Indeno[1,2,3-cd]pyrene IcdP 276 138

Dibenz[a,h]anthracene DahA 278 139

Benzo[ghi]perylene BghiP 27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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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표준물질의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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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알킬치환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분석에 이용한 정량이온 값

Approximate time window Compounds Abbreviation Target m/z

8 to 23 min C
1
-Naphthalene C

1
N 142

C
2
-Naphthalene C

2
N 156

C
3
-Naphthalene C

3
N 170

C
4
-Naphthalene C

4
N 184

C
1
-Fluorene C

1
F 180

C
2
-Fluorene C

2
F 194

C
3
-Fluorene C

3
F 208

23 to 32 min 3-Methyl phenanthrene 3mP 192

2-Methyl phenanthrene 2mP 192

4/9-Methyl phenanthrene 4/9mP 192

1-Methyl phenanthrene 1mP 192

C
1
-Phenanthrene C

1
P 192

C
2
-Phenanthrene C

2
P 206

C
3
-Phenanthrene C

3
P 220

C
4
-Phenanthrene C

4
P 234

Dibenzothiophene Dbt 184

4-Methyl dibenzothiophene 4mD 198

2/3-Methyl dibenzothiophene 2/3mD 198

1-Methyl dibenzothiophene 1mD 198

C
1
-Dibenzothiophene C

1
D 198

C
2
-Dibenzothiophene C

2
D 212

C
3
-Dibenzothiophene C

3
D 226

32 to 52 min C
1
-Chrysene C

1
C 242

C
2
-Chrysene C

2
C 256

C
3
-Chrysene C

3
C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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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알킬치환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크로마토그램(A: total ion chromatogram, 

B: selected ion 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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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정도관리(quality control & quality assurance, QA/QC)
   

자료의 정도관리를 위해 퇴적물와 이매패류시료의 경우 바탕시료 분석, 내부표준물질(surro-

gate standard) 분석, 그리고 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분석을 수행하

였다. 시료와 동일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바탕시료에서 PAHs는 미검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

출시 첨가한 내부표준물질(surrogate standard)인 naphthalene-d8, acenaphthene-d10, 

phenanthrene-d10, chrysene-d12, perylene-d12의 회수율 관리 기준인 40~120%를 만족

하였다. 퇴적물시료의 경우 표준물질인 NIST 1941a과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EC-4를 사용하여 분석과정을 검정하였다. 분석대상물질의 농도는 모두 ‘공인 값

±20%’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이매패류 표준물질인 IAEA(International Atomic En-

ergy Agency)의 IAEA-432를 사용하여 실험과정을 검정하였으며, 분석대상물질 모두 공인 값 

±20%의 기준을 만족하였다(표 4-2-4, 5)

퇴적물과 이매패류에서의 분석대상 PAHs의 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는 화합

물 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나프탈렌의 경우 3.36 ng/g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나머지 화합물

의 경우 대부분 0.13~1.12 ng/g 범위였다. 플루오란센의 검출한계가 가장 낮았으며, 벤조[b]플루

오란센과 디벤조[a,h]안트라센의 검출한계가 나프탈렌에 이어서 높았다(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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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퇴적물 표준물질 EC-4의 분석결과

(Unit: ng/g dry wt.)

Certified value This study

Accepted range

(average±20 %)

PAHs Compounds Average Minimum Maximum Average(n=3) Std*

Acenaphthylene 48 36 60 55 4 

Acenaphthene 32 23 41 24 1 

Fluorene 88 53 123 50 2 

Phenanthrene 732 657 807 639 15 

Anthracene 124 108 140 93 15 

Fluoranthene 1087 948 1226 1123 19 

Pyrene 1085 915 1255 1041 21 

Benz[a]anthracene 712 595 829 631 12 

Chrysene 1073 923 1223 991 13 

Benzo[b]fluoranthene 753 605 901 799 18 

Benzo[k]fluoranthene 560 408 712 444 7 

Benzo[e]pyrene 747 654 840 652 5 

Benzo[a]pyrene 675 561 789 657 13 

Perylene 280 187 373 291 26 

Indeno[1,2,3-cd]pyrene 564 463 665 633 7 

Dibenz[a,h]anthracene 241 145 337 298 3 

Benzo[ghi]perylene 576 454 698 650 5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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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이매패류 CRM IAEA-432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비교

(Unit: ng/g dry wt.)

Reference value This study

Accepted range 

(average±20 %) 

PAH Compounds Average Minimum Maximum Average(n=3) Std*

Naphthalene 15 < 0.1 33.0 16 2.6 

2-Methylnaphthalene 14 1.0 27.0 7.3 0.4 

1-Methylnaphthalene 8.8 < 0.1 18.3 3.9 0.3 

Fluorene 4.1 1.9 6.3 2.1 0.1 

Phenanthrene 27 6.0 48.0 15 0.2 

Anthracene 1.5 0.4 2.6 0.6 0.1 

1-Methylphenanthrene 4.2 1.4 7.0 2.6 0.1 

Fluoranthene 16.5 5.5 27.5 12 0.3 

Pyrene 13 7.0 19.0 10 0.3 

Benz[a]anthracene 3.8 0.7 6.9 3.0 0.1 

Chrysene 5.5 1.7 9.3 5.2 0.1 

Benzo[b]fluoranthene 4.8 3.1 6.5 6.2 0.2 

Benzo[k]fluoranthene 1.9 0.8 3.0 1.5 0.1 

Benzo[e]pyrene 4.5 2.8 6.2 4.4 0.0 

Benzo[a]pyrene 0.9 0.4 1.4 0.4 0.0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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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분석시료에서의 검출한계

 (Unit: ng/g dry weight)

PAH Compounds
(Ts=3)

MDL(method detection limit)

US EPA Priority 16 PAHs

Naphthalene 3.36

Acenaphthylene 0.63

Acenaphthene 0.54

Fluorene 0.71

Phenanthrene 0.76

Anthracene 0.82

Fluoranthene 0.46

Pyrene 0.60

Benz[a]anthracene 0.73

Chrysene 0.52

Benzo[b]fluoranthene 0.92

Benzo[k]fluoranthene 0.74

Benzo[a]pyrene 0.76

Indeno[1,2,3-cd]pyrene 0.73

Dibenz[a,h]anthracene 0.88

Benzo[ghi]perylene 0.86

  

16 PAHs (ng/g dw.) 14.0

Other PAHs

2-Methylnaphthalene 1.12

1-Methylnaphthalene 0.89

2,6-Dimethylnaphthalene 0.47

2,3,5-Trimethylnaphthalene 0.18

Biphenyl 0.34

1-Methylphenanthrene 0.16

Benzo[e]pyrene 0.13

Perylene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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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광양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 퇴적물 54개 정점에 대해서 PAHs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PAHs 오염에 관한 기본자료 축적 및 향후 오염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광양만 해역 54개 정

점의 표층퇴적물에 대해 일반적인 환경 모니터링 및 인체위해성평가 기본 자료에 사용되는 16종 

PAHs를 분석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유지문 분석에 사용되는 유류계 PAHs(18

개 그룹의 알킬화된 PAHs 및 11종 특정 알킬 PAHs)를 분석하여 사고 전 자료를 확보하였다(해

양수산부, 2002).  본 자료를 통해 광양만으로 유입된 PAHs의 현존량과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기

초 자료로 활용하여 해상유류사고나 해양오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양만에서 채집된 표층퇴적물에서의 16종 PAHs의 농도는 최소 6.35 ng/g dw., 최대 420 ng/g 

dw. 그리고 평균 136 ± 86.9 ng/g dw.으로 정점간의 농도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알킬

PAHs의 농도는 최소 7.83 ng/g dw.에서 최대 244 ng/g dw.의 수준으로 평균 72.2 ± 47.3 ng/g 

dw.이 검출되었다. 이후 농도 단위는 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건중량(dw.)으로 환산된 것을 사용하

겠다. 유류오염의 영향을 반영하는 알킬 PAHs의 농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16 PAHs 농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유류오염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4-3-1).

표 4-3-1. 광양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광양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1. 6 16 PAHs 6.35 - 420 136 ± 86.9

2001. 6 Alkyl PAHs 7.83 - 244 72.2 ± 47.3

1.1.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전반적인 16 PAHs농도 분포는 광양만 내만(S1~S36)에 위치한 정점에서 높은 농도(평균 157 ± 

90.2 ng/g)를 보이고 외만(S37~54)에서 낮은 농도(평균 94.5 ± 67.5 ng/g) 분포 패턴으로 검출

되었다. 내만에 위치한 정점은 묘도를 중심으로 북측의 광양제철 인근 정점과 남측의 여천석유화

학공단 인근 정점들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점 S5와 S24는 퇴적층이 사질로 구성되어 다른 정점에 비해 비교적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그

림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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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질의 퇴적물에서 보다 펄질의 퇴적물에서 높은 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나타낸다. 알

킬 PAHs의 농도 분포 또한 16종 PAHs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3-2). 내만에 위

치한 정점들의 평균 농도는 84.8 ± 67.5 ng/g 수준으로 나타나고, 외만에 위치한 정점에서 54.1 

± 20.5 ng/g의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경기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인천항, 대산항 및 평택항이 위치한 유류오염다발해역인 경기만에서 조하대, 조간대 표층 퇴적물

과 이매패류의 PAHs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였다(퇴

적물 50정점, 이매패류 26정점).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양수산부, 2005).

경기만 북부에서 채집된 33개 정점 퇴적물에 대해서 PAHs가 분석되었다.  16종 PAH의 농도는 

최소 5.21 ng/g, 최대 329 ng/g 범위에 평균 72.0 ± 73.6 ng/g 분포를 보였다. 알킬 PAHs의 농

도는 최소 4.07 ng/g에서 최대 1,296 ng/g으로 평균 129 ± 235 ng/g이 검출되어 가장 높은 정

점은 유류에 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정점간의 농도차이가 나타났다(표 4-3-2).

표 4-3-2. 경기만 북부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경기만 북부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3. 7 16 PAHs 5.21 - 329 72.0 ± 73.6

2003. 7 Alkyl PAHs 4.07 - 1,296 129 ± 235

경기만 남부 조하대에서 채집된 26개 정점 표층퇴적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사고 

전 자료를 확보하였다.  16종 PAHs의 농도는 최소 7.49 ng/g에서 최대 93.5 ng/g수준으로 평균 

36.7 ± 24.8 ng/g으로 검출되었다. 알킬 PAHs는 4.56 ng/g에서 최대 41.5 ng/g 범위로 평균 

17.1 ± 10.2 ng/g으로 오염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3).

표 4-3-3. 경기만 남부(조하대)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경기만 남부(조하대)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11 16 PAHs 7.49 - 93.5 36.7 ± 24.8

2004. 11 Alkyl PAHs 4.56 - 41.5 17.1 ± 10.2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455 

4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경기만 남부 조간대에서 채집된 17개 정점 퇴적물에 대해 PAHs오염현황과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하였다. 16종 PAHs의 농도는 최소 7.52 ng/g, 최대 204 ng/g 범위에 평균 74.4 ± 54.3 ng/g으

로 검출되었다. 알킬 PAHs의 농도는 최소 4.23 ng/g에서 최대 185 ng/g으로 평균 41.7 ± 49.1 

ng/g이 검출되어 비교적 오염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4-3-4).

표 4-3-4. 경기만 남부(조간대)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경기만 남부(조간대)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11 16 PAHs 7.52 - 204 74.4 ± 54.3

2004. 11 Alkyl PAHs 4.23 - 185 41.7 ± 49.1

경기만 이매패류에서 채집된 25개 정점 내 PAHs 배경농도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유류오염에 

따른 어패류 내 PAHs오염을 확인함으로서 오염피해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매

패류 내에 축적된 16종 PAHs의 농도는 최소 54.3 ng/g에서 최대 392 ng/g 수준으로 평균 245 

± 88.1 ng/g으로 검출되었다. 알킬 PAHs는 118 ng/g에서 최대 2,227 ng/g 범위로 평균 540 

± 575 ng/g으로 최대 2 ppm 수준으로 알킬 PAHs가 검출되어 유류오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표 4-3-5).

표 4-3-5. 경기만 이매패류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경기만 이매패류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11 16 PAHs 54.3 - 392 248 ± 88.9

2004. 11 Alkyl PAHs 118 - 2,227 540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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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한강하구 인접 정점(S1~S4)과 인천항, 산업공단 인접정점(S5~S13)에서 평균 16종 PAHs가 각

각 135, 141 ng/g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인천항 내측에서 329 ng/g으로 가장 높은 오염도

를 보였다. 반월공단과 시화호 인접정점(S28~S33)에서 평균농도는 38.0 ng/g 그리고 기타 조하

대 정점(S14~S27)에서 평균농도가 29.5 ng/g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을 보여 인천항이 

PAHs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3-3).

알킬 PAHs의 농도 또한 한강하구, 인천항, 산업공단 인접 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강하구 인접(S1) 정점에서 S7정점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인천항 내측 (1,296 ng/g)에서 외항으로 갈수록 알킬 PAHs의 농도가 정점 감

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조하대 정점과 반월 공단, 시화공단 인접 정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기만 북부 해역에서 주오염원은 한강하구를 통한 유

입과 인천항이 주오염원(hot spot)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3-4).

경기만 남부 조하대 표층퇴적물에서 16종 PAHs는 경기만 북부 해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100 

ng/g 이하의 낮은 농도 분포를 보여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삼길포와 대산

공단지역(S12~S15)에 이르는 조하대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80 ng/g)를 나타낸다(그

림 4-3-5).

알킬 PAHs의 농도 분포 또한, 50 ng/g이하의 농도 수준을 보여 유류오염에 대한 영향은 크게 나

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알킬PAHs도 삼길포와 대산공단지역에 이르는 조하대 퇴적물에서 주변 정

점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여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4-3-6).

경기만 남부 조간대 표층퇴적물에서 16종 PAHs는 대부분 조하대 표층퇴적물과 유사한 100 ng/g 

이하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CS5(당진화력부근)와 CS6(현대정유부근) 정점에서 150 

ng/g 이상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3-7).

알킬 PAHs는 조하대 퇴적물에서 나타난 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50 ng/g이하의 농도를 보여 유

류오염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CS5과 CS6정점에서 100 ng/g이상의 농도

로 상대적으로 다른 정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어 당진화력 및 현대정유 주변항만시설이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4-3-8).

경기만 퇴적물에서의 전체적인 경향은 북부퇴적물의 경우 인천항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높은 농도

를 보이고 남쪽이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염원 인접지역(인천항)과 원거리 정점 간에 농도

의 차이가 있었다. 남부에 위치한 퇴적물에서는 대산공업단지에 위치한 당진화력부근과 현대정유

부근 정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농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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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경기만에서 채집된 이매패류 체내 16종 PAHs는 전반적으로 250 ng/g 내외의 유사한 농도 수

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림만 입구에 위치한 이매패류에서 비교적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3-9). 그리고 동일 정점(B13)에서 채취된 굴에 비해 담치(*)는 비교적 낮은 농도 수준

을 보인다. 이러한 동일 정점에서 다른 종간의 농도 차이는 생리적 활동(섭식활동, 대사 활동 등)

에 의한 영향이 있음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정점 간 비교를 하고자 할 때 동일한 종으로 비교를 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매패류 체내 알킬 PAHs의 농도는 대부분 500 ng/g이하의 농도 수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B9, B10 정점에서는 2 ppm이상의 높은 알킬 PAHs농도가 검출되었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굴은 

같은 정점인 경기만 남부 조하대 퇴적물 정점 CS5(당진화력)와 CS6(현대정유부근)에서 높게 검출

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B23정점인 만대항에 위치한 굴은 1 ppm이상의 농도 수

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항시 선박 또는 저유시설에 의한 유류 오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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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진해만은 반 폐쇄적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자유지역, 창원 공단 등의 산업단지와, 마산 하

수종말 처리장, 부두 등이 인접해 있는 남해안 특별 관리해역으로서 PAHs의 대표적 오염지역으

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거제해역에서 진해만과 인접한 고현만은 대형조선소 및 주변 항만시설

이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지세포는 석유비축기지와 다양한 어업활동 및 선박활동이 

많은 해역으로 배경자료를 확보하였다(해양수산부, 2006).

본 자료는 마산만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 21개 시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PAHs분석자료는 다음

과 같다(표 4-3-6). 마산만 표층퇴적물에서 검출된 16종 PAHs의 농도는 최소 55 ng/g, 최대 

1,052 ng/g 그리고 평균 169 ± 217 ng/g 분포를 보였다. 

16종 PAHs는 정점간의 농도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킬 PAHs의 농도 수준은 

46.4~428 ng/g으로 평균 154 ± 120 ng/g이 검출되었다. 표층퇴적물 내 알킬 PAHs는 가장 낮

은 농도에 비해 가장 높은 정점이 대략 10배 정도로 검출되었다.

표 4-3-6. 진해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진해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2 16 PAHs 55.0 - 1,052 169 ± 217

2004. 2 Alkyl PAHs 46.4 - 428 154 ± 120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467 

4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고현만 표층퇴적물 18개 정점과 조선소 인근 해역 8개 정점에서의 16종 PAHs 농도의 합은 최저 

153 ng/g에서 최고 416 ng/g 범위에 평균 267 ± 86.3 ng/g이었다. 고현만 표층퇴적물에서 알킬

PAHs의 농도범위는 63.0~243 ng/g으로 평균 113 ± 68.3 ng/g이 검출되었다(표 4-3-7).

표 4-3-7. 고현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고현만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3. 11 16 PAHs 153 - 416 267 ± 86.3

2003. 11 Alkyl PAHs 63.0 - 243 113 ± 68.3

지세포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내 16종 PAHs의 농도 수준은 최소 54.2 ng/g에서 최대 660 ng/g

으로 평균 235 ± 145 ng/g으로 조사되어 정점간의 농도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알킬 PAHs

의 농도 수준은 최소 46.2 ng/g, 최대 338 ng/g으로 평균 171 ± 77.0 ng/g이 검출되었다(표 

4-3-8).

표 4-3-8. 4-3-. 지세포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지세포 표층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4 16 PAHs 54.2 - 660 235 ± 145

2004. 4 Alkyl PAHs 46.2 - 338 171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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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만에서 채집된 담치내 16종 PAHs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최소 57.7 ng/g, 최대 482 ng/g

으로 평균 327 ± 111 ng/g이 검출되었다. 담치내 알킬 PAHs의 농도는 455~25,410 ng/g으로 

평균 5,780 ± 6,342 ng/g이 검출되어 정점간의 농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현만

에 위치한 담치에서 알킬 PAHs농도가 25 ppm이상으로 높게 검출되어 유류오염 징후를 나타낸

다(표 4-3-9).

표 4-3-9. 고현만 담치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고현만 담치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3 16 PAHs 57.7 - 482 327 ± 111

2004. 3 Alkyl PAHs 455 - 25,410 5,780 ± 6,342

지세포에서 채취된 담치내 16종 PAHs의 농도 수준은 128 ng/g에서 238 ng/g으로 평균 177 ± 

34.2 ng/g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알킬 PAHs 조사 결과 최소 268 ng/g에서 최대 1,032 ng/g으

로 평균 539 ± 240 ng/g이 검출되었다(표 4-3-10)

표 4-3-10. 지세포 담치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지세포 담치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4. 9 16 PAHs 128 - 238 177 ± 34.2

2004. 9 Alkyl PAHs 268 - 1,032 5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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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진해만 표층퇴적물 정점 S1~S9는 내만으로, 정점 S10~S21(단, 정점 12는 하수 종말 처리장 방

류구 주변)은 외만 그리고 정점 S15~S17은 행암만으로 분류하였다. 내만은 정점 7에서 가장 높은 

16종 PAHs농도(1,052 ng/g)를 보이고 평균 277 ng/g으로 진해만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리

고 외만과 행암만은 각각 평균 84, 91 ng/g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4-3-11).

알킬 PAHs의 경우 16종 PAHs에 비해 내만에서 외만으로 갈수록 더욱더 또렷한 농도 감소 경향

을 나타낸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정점 S12와 행암만 내측 정점(S15)에서 주변 정점

에 비해 높은 알킬 PAHs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4-3-12).

진해만에서 전반적인 PAHs농도 분포 형태는 내만에서 외만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시와 산업단지가 인접한 내만에서 유입되는 오염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내만의 오염 물질이 확산과 해수의 유동에 의해 외만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

단된다(Yim et al., 2005). 그리고 외만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가 위치한 정점(S12)에

서는 주변 정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PAHs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현만에서 채취된 표층 퇴적물내 16종 PAHs의 농도 분포는 대부분 정점에서 300 ng/g이하로 

검출되었다. 조사정점 표층퇴적물 중 300 ng/g이상의 농도를 보이는 정점은 20%정도로 나타났

다. 특히, 사등면 부근 정점들(S5~S7)이 400 ng/g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고현만 내

만을 정점 S1에서 S8로 정하고 외만을 S9~S18로 하였을 때 고현만 내외부의 16 PAHs평균농도

는 각각 299 ng/g, 242 ng/g으로 내만이 외만에 비해 대략 1.2배정도 높았다(그림 4-3-13).

고현만 퇴적물에서 알킬PAHs의 경우 대부분 정점에서 200 ng/g이하의 농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S11과 S14정점에서 200 ng/g이상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 알킬PAHs는 내만(98.3 ng/g)에 비해 

외만(124 ng/g)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그림 4-3-14).

지세포 표층퇴적물에서 16종 PAHs의 농도 분포는 200 ng/g이상이 53%수준으로 나타났고 S3

과 S18에서 각각 531, 660 ng/g으로 주변 정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그림 4-3-15). 알킬

PAHs의 농도 수준은 200 ng/g이상의 시료가 21%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농도 수준을 보였으며, 

S3과 S11에서 각각 317, 338 ng/g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정점 S2, S15, S19에서 100 ng/g

이하의 농도 수준을 보여 주변 정점에 비해 낮게 검출되었다(그림 4-3-16).

3.2.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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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만에 위치한 담치에서 16종 PAHs농도 분포는 400 ng/g을 초과하는 정점이 33% 수준으

로 그 중 정점 B8(#2)에서 482 n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칠천도에 위치한 담치(B1, 2)는 평

균 324 ng/g, 가조도(B13~B15)에서는 249 ng/g으로 도서에 위치한 담치에 비해 비교적 연안

(B3~B12)에 위치한 담치 내 16종 PAHs농도 수준이 482 ng/g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

타냈다. 그러나 알킬PAHs는 16종 PAHs의 분포와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정점에서 담치 내 알킬 

PAHs의 농도가 1 ppm을 초과하는 시료가 B14 정점(455 ng/g)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조도에 위치한 B13 담치류에서는 25,410 ng/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그림 4-3-17).

지세포 인근해역에서 채집된 이매패류(담치류)에서는 16종 PAHs가 대부분 정점에서 200 ng/g 

이하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남측의 B7에서 최소농도를 북측의 B2, 4정점에서 각각 237, 238 ng/

g으로 최고농도를 나타냈다. 공간적으로 석유비축기지의 북측, 기지 앞, 그리고 기지의 남측 조간

대 정점들 사이에 농도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기지에서 2 km이상 외양에 위치한 지심도 정

점들(B10, B11)도 기지앞 조간대 정점과 유사한 평균적인 농도 수준을 보였다. 알킬 PAHs는 5

개 정점에서 500 ng/g이상으로 검출되었고, 지심도에 위치한 담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도

를 나타내었다. 특히, B11정점에서 1 ppm정도의 오염 수준을 보였다. 지세포 만입 부분(B1), 기지

의 북측(B3), 그리고 기지 앞(B6)에서 채취한 담치는 400 ng/g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

준을 보였다(그림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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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 고현만 진주담치 내 PAHs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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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지세포 진주담치 내 PAHs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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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부산해역은 부산항, 부산신항 같은 대규모 항구 시설이 발달되어 대형선박의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본 조사는 유류오염다발해역인 부산 

해역의 유류계 PAHs 오염실태 파악 및 D/B 구축을 위해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를 각각 40개, 

20개 정점에서 채취하여 유류계 PAHs를 분석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양수산부, 

2007).

부산연안해역의 퇴적물 정점에서의 16종 PAHs는 최저 5.76 ng/g에서 최고 954 ng/g으로 검출

되었다. 평균적으로는 171 ± 211 ng/g 수준을 보였다. 알킬 PAHs는 1.68~873 ng/g으로 평균 

114 ± 155 ng/g이 검출되었다. 최소 PAHs농도에 비해 최대 PAHs농도가 대략 800배 정도 검출

되어 정점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11).

표 4-3-11. 부산해역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부산해역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7. 3 16 PAHs 5.76 - 954 171 ± 211

2007. 3 Alkyl PAHs 1.68 - 873 114 ± 155

부산해역에서 이매패류 내에 축적된 16 PAHs의 농도는 최소 71.0 ng/g에서 대략 10배 이상 높

은 741 ng/g의 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 232±166 ng/g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매패류 내 알킬 

PAHs농도 수준은 최소 394 ng/g에서 최대 13,499 ng/g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알킬PAHs의 농

도(2,861 ± 3,169 ng/g)를 보였다. 이매패류에서도 표층퇴적물과 유사하게 정점 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표 4-3-12).

표 4-3-12. 부산해역 이매패류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부산해역 이매패류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7. 3 16 PAHs 71.0 - 741 232 ± 166

2007. 3 Alkyl PAHs 394 - 13,499 2,861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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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생물정점에서 채집한 조간대 표층 퇴적물시료(CS1~CS4)에 대한 16종 PAHs의 농도는 38.1~425 

ng/g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안 여객선부두와 소형 선박활동이 많은 진해 안골(CS1)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부산해역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 내 16종 PAHs는 감천항(S23)주변 정

점들과 부산항 외만(S35) 주변 퇴적물에서 높은 16종 PAHs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정점은 

반폐쇄적인 형태를 지닌 항구 주변부나 만에 주로 높은 16 PAHs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낮은 16종 PAHs농도 분포를 보이는 정점은 항구에서 떨어진 연안지역과 낙동강 하

구에 위치한 개방수역을 지닌 곳이 주로 낮은 16종 PAHs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들 지역

의 저질은 낙동강 수계의 영향으로 사질(sandy)또는 패각이 주를 이루는 정점으로 대부분 16종 

PAHs가 낮게 검출되었다. 점토질(clay)같은 미세립 저질은 질량비로 비교하면 조립질의 퇴적물에 

비해 거대한 표면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친유성의 유기 오염물질인 PAHs가 흡착을 더 잘하게 

된다(Means et al., 1980).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질과 패각 같은 입자들이 풍부한 곳에서

는 PAHs의 농도가 낮게 검출된다.  부산해역 퇴적물 S4~S6, S10, S14 정점의 경우 주변 정점보

다 높은 16종 PAHs농도를 보였다(그림 4-3-19).

퇴적물에서의 알킬 PAHs농도는 조간대 정점에서 CS1(안골)과 CS2(신항만)에서 각각 163, 161 

ng/g으로 주변 정점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부산해역 조하대 표층퇴적

물 정점에서 200 ng/g 이하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채취된 정점의 대략 8% 시료에서 

200 ng/g 이상의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S21 정점의 경우 항구 내측에 위치한 정점으로 

가장 높은 알킬PAHs의 농도 수준(873 ng/g)을 나타내어 유류오염 징후를 보인다. 주변 정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점은 대부분 항구 주변에 존재하는 정점으로 선박활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부산 해역의 서쪽(S1~S19)과 동쪽(S20~S40) 표층퇴

적물에서 알킬 PAHs의 평균 농도 수준은 각각 55, 195 ng/g으로 동쪽에 위치한 표층퇴적물에

서 비교적 높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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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부산해역에서 채집된 이매패류 내 16종 PAHs의 농도 수준은 대부분 정점에서 400 ng/g 이하

로 나타났으나 전체 정점의 대략 19%의 이매패류에서 400 ng/g을 초과하는 농도를 보였다. 부산

해역 이매패류를 신항만 부근(B1~5), 부산항 주변(B6~B13), 주요관광지주변(B14~B19), 가덕도

주변(B20, 21)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평균 농도는 256, 330, 134, 136 ng/g으로 항구주변 

이매패류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또한, 해상 부위(buoy)에서 채집된 담치의 경우 

감천항(BS23: 523 ng/g)에 위치한 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개별 정점에서 남항(B9)과 부

산항(B12, B13)에서 채집된 이매패류에서 높은 농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부산연안에서 채집된 

이매패류 또한 퇴적물과 유사하게 주로 반폐쇄 해역과 선박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

타내었다(그림 4-3-21).

이매패류내 알킬 PAHs의 농도는 대부분 정점에서 1 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단, 27%의 이

매패류에서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역에서 채집된 이매패류 내 알킬 PAHs는 부산항 주변

(4,355 ng/g)>신항 부근(1,981 ng/g)>주요관광지 주변(1,676 ng/g)> 가덕도 부근(1,123 ng/g) 순

으로 분포하였다.  남항(B9)에 위치한 굴은 13,499 ng/g으로 가장 높은 알킬 PAHs농도를 보였

고, 다음으로 감천항(BS23: 10,636 ng/g)에 위치한 정점에서 10 ppm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였

다. 이들 이매패류 역시 항만시설에 인접한 곳에서 채집되었으며, 항시 선박활동 등으로 인해 이매

패류 체내에 유류계 PAHs가 축적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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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울산해역은 울산항과 울산신항을 포함한 다수의 항구 접안시설이 존재하고 대규모 조선소와 석

유화학단지 등이 밀집된 곳으로 유조선 및 다양한 선박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그래서 본 조사는 

울산해역으로 유입된 PAHs의 농도 및 분포특성을 조사하기위해 표층퇴적물 및 이매패류를 분석

하여 배경자료를 확보하였다(해양수산부, 2008).

울산해역에 위치한 모든 표층퇴적물 정점에서 PAHs가 검출되었으며 이들의 합인 16종 PAHs의 

농도는 26.1 ng/g에서 4,749 ng/g으로 평균 394 ± 833 ng/g 수준이었다. 그리고 알킬 PAHs

의 농도는 최소 23.1 ng/g에서 최대 1,254 ng/g 범위로 평균 182 ± 243 ng/g 수준으로 검출되

었다(표 4-3-13). 울산해역 표층 퇴적물의 경우 16종 PAHs가 알킬 PAHs보다 대략 2배 정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13. 울산해역 표층 퇴적물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울산해역 표층 퇴적물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8. 6 16 PAHs 26.1 - 4,749 394 ± 833

2008. 6 Alkyl PAHs 23.1 - 1,254 182 ± 243

울산해역에서 채집된 이매패류에서 16종 PAHs의 농도 수준은 110 ng/g에서 730 ng/g으로 평

균 234 ± 159 ng/g으로 나타났고, 알킬 PAHs는 329 ng/g에서 7,851 ng/g으로 평균 1,584 ± 

1,833 ng/g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표 4-3-14).

표 4-3-14. 울산해역 이매패류 내 PAHs 조사 결과

단위: ng/g dry wt.

조사시기 울산해역 이매패류 내 PAHs

최소 - 최대 평균 ± 편차

2008. 4 16 PAHs 110 - 730 234 ± 159

2008. 4 Alkyl PAHs 329 - 7,851 1,584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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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울산 해역에서 검출된 표층퇴적물 내 16종 PAHs의 농도는 대부분 정점에서 200 ng/g 이하의 

농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대략 38%의 표층퇴적물에서 200 ng/g 이상의 농도 수준을 보인다. 38% 

이상에 해당하는 정점 중 주로 방어진에 위치한 정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층퇴적물 S28, 

S35, S37 정점은 대규모 중공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정점으로 각각 4,749, 2,612, 890 ng/g으

로 높은 수준의 PAHs오염도를 보였다. S9 정점(1,163 ng/g) 역시 방어진에 위치한 정점으로 주

변에 조선소와 중공업 단지가 입지하여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다. S1정점은 태화강 하구역으로 울

산항으로 내려올수록 16종 PAHs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외해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

짐을 확인 하였다(그림 4-3-23).

울산 해역 표층퇴적물 내 알킬 PAHs농도는 대부분 외해역에 위치한 정점은 100 ng/g이하의 농

도 수준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중공업 단지가 위치한 정점 S28과 S35에서는 알킬 PAHs

의 농도가 각각 1,254, 821 ng/g으로 Hot spot정점으로 확인된다. 태화강 하구에서 울산항으로 

내려올수록 알킬 PAHs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외해역에 위치한 정점으로 갈수록 농도가 점점 

감소하는 패턴이 16종 PAHs비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4-3-24).

5.2.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울산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 내 16종 PAHs의 농도는 대부분 정점에서 200 ng/g이하의 농

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울산항 주변 정점(S10~S12: 평균 519 ng/g)과 울산신항 주변 정점

(S18~S21: 평균 325 ng/g)에서 다른 정점(평균 148 ng/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AHs의 축

적을 나타내었다(그림 4-3-25).

담치 체내 알킬 PAHs농도 수준은 16종 PAHs의 분포 패턴과 동일하게 나타났다(R=0.98, 

P<0.01). 그러나 평균적으로 16종 PAHs에 비해 대략 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울산

항 주변(S10~S12), 울산신항 주변(S18~S21) 그리고 나머지 정점에서의 알킬PAHs의 평균적인 

농도 수준은 각각 4,835, 2,358, 666 ng/g으로 대형항만 시설이 위치한 정점에서 높은 농도를 보

였다(그림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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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요 해역 별 PAHs 오염원 특성

 전체 조사해역 PAHs농도 비교

1.1. 조사해역 표층 퇴적물 내 PAHs 결과 비교

   

  국내 주요해역에 대한 유류오염 배경농도 조사를 위해 광양만 해역(해양수산부, 2002), 인천항, 

대산항 및 평택항이 위치한 경기만 해역(해양수산부, 2004), 그리고 마산/진해만/거제해역(해양

수산부, 2005) 및 부산해역(해양수산부, 2006), 울산해역(해양수산부, 2008)의 표층퇴적물에서 

유류계 PAHs 조사하였다(그림 4-4-1). 조사결과 표층퇴적물에서 검출된 16 PAHs의 농도 수준

은 대부분 정점에서 10 ppb이상의 농도 수준을 보이고, 1 ppm을 초과하는 지역은 진해만 1정점, 

울산해역 조사정점 중 7.5%정점(3정점)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역에서 표층퇴적물

의 16종 PAHs오염도는 평균적으로 경기만이 60.6 ng/g으로 가장 낮은 오염도를 보이고, 광양만

(136 ng/g), 진해만(169 ng/g), 부산해역(171 ng/g), 지세포(235 ng/g), 고현만(267 ng/g), 울산

해역(394 ng/g)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해역 표층퇴적물에서 알킬PAHs농도 분포는 대부분 조사정점에서 10 ppb에서 1 ppm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알킬 PAHs농도가 1 ppm을 초과하는 정점은 경기만과 울산해역 전체 조

사정점 중 각각 1정점에서 초과하였고, 이들의 농도는 각각 1,296, 1,254 ng/g으로 유사한 수준

의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조사 해역별 평균적인 알킬 PAHs농도 수준은 울산해역(182 ng/g)> 지

세포(171 ng/g)>진해만(154 ng/g)>부산해역(114 ng/g)≧고현만(113 ng/g)>경기만(72.7 ng/g)≧

광양만(72.2 ng/g)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2002a)에 의하면 한국의 전국 연안 및 주요만의 16종 PAHs농도 범위는 1.33～21,554 

ng/g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해역에서는 농도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를 국외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유사한 농도 범위을 보이는 해역도 있으나, 대부분 국

외연구에 비해 국내 해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이다(표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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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전체 조사해역 표층퇴적물 내 PAHs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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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이번 조사와 다른 지역에서의 표층퇴적물 내 16 PAHs 비교

단위: ng/g 건중량

위치 농도범위 참고문헌

광양만 6.4  -  420 이번연구

경기만 5.2  -  329 이번연구

진해만 55.0  -  1,052 이번연구

고현만 153.0  -  416 이번연구

지세포 54.2  -  660 이번연구

부산해역 5.8  -  954 이번연구

울산해역 26.1  -  4,749 이번연구

경기만, 한국 9.1  -  1,400 Kim et al., 1997

전국연안, 한국 1.3  -  754 해양수산부, 2002a

주요만, 한국 40.7  -  21,554 해양수산부, 2002a

멕시코만, 미국 불검출 -  18,620 Wade et al., 1988

Passaic강, 미국 9.5  -  8,000 Huntley et al., 1995

서지중해, EU 1.0  -  20,500 Baumard et al., 1998

Gironde 하구역, 프랑스 20  -  5,000 Budzinski et al., 1997

발트해, 독일 9.5  -  1,900 Witt, 1995

Beaufort 해 9.5  -  1,900 Yunker et al., 1996

서발트해, EU 3.0  -  30,000 Baumard et al,. 1999

시드니항, 호주 100  -  380,000 McCready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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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해역 이매패류 내 PAHs 결과 비교

   

  국내 주요해역에서 채취된 이매패류 시료 내 16종 PAHs는 10 ppb에서 1 ppm사이의 농도 수

준을 보였다. 그 중 500 ppb이상의 농도 수준을 보이는 정점은 부산해역과 울산해역 각각 두 정

점에서 유사한 농도로 높게 나타났다.  고현만에서 채집된 이매패류는 1 ppm을 초과하는 시료는 

없었으나, 평균적인 농도 수준이 327 ng/g으로 조사해역 이매패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경기만(248 ng/g)이 높았고 울산, 부산해역이 각각 234, 232 ng/g으로 유사농도수준을 보

이고 마지막으로 지세포(177 ng/g)에 위치한 이매패류로 나타났다. 알킬 PAHs는 대부분 정점이 

100 ppb에서 10 ppm 사이의 분포를 보여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몇몇 정점에서는 10 

ppm을 초과하는 분포를 보여 유류오염에 의한 징후를 나타내었다. 각 조사해역에서 고현만은 조

사 정점 중 81%인 13개 정점에서 초과하였고, 부산해역은 19개 정점(73%)에서 10 ppm이상의 농

도 수준을 보였다(그림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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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전체 조사해역 이매패류 내 PAHs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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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역 내 PAHs 오염원 분석

2.1. 판별지수를 이용한 주요 해역 내 오염원 분석

   

  표층퇴적물 내 PAHs의 오염원 추적에 주로 사용되는 특정 PAH 화합물들의 비를 사용하여 각 

조사 해역별 오염원을 판별하였다. 그림 4-4-3에 제시한 Flrt/(Flrt+Pyr) vs Anth/(Anth+Phen)

의 판별지수는 Flrt/(Flrt+Pyr)비가 0.4미만은 대부분 유류기원으로 판별지수가 0.4에서 0.5미만

일 경우 대부분 유류의 연소에 의한 기원으로 보고 0.5이상일 경우 연소기원에 의한 것으로 추정

한다. 그리고 Anth/(Anth+Phen) 판별지수는 0.1이하의 경우 대부분 유류기원, 0.1 이상에서는 

연소기원으로 판단한다(Yunker et al., 2002).

그림 4-4-3. Phen/Anth과 Flrt/Pyr을 이용한 오염원 분석

조사된 표층퇴적물 내 PAHs오염원 반별지수는 대부분 Flrt/(Flrt+Pyr)비가 0.5 이상, Anth/

(Anth+Phen)비는 0.1 이상으로 대부분 연소에 의해 유입된 형태로 추정된다(그림 4-4-3). 그러

나 진해, 부산, 경기만 몇몇 정점에서는 유류기원으로 나타났다. 이전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표층

퇴적물에서 높은 알킬 PAHs가 검출되고 유류 징후의 오염원이 포착되었다.

주로 PAHs의 오염원 규명 할 때 연소기원(pyrogenic)과 유류기원(petrogenic)으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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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분류한다. 두 기원을 판별하는데 앞서 제시한 판별 지수 이외에 다양한 판별 지수가 사

용된다. 그 중에서 메틸페난스렌과 페난스렌을 이용한 지수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유류에 많

은 알킬 치환된 페난스렌과 연소를 통해 주로 생성되는 모화합물을 이용한 판별지수이다(Gar-

rigues et al., 1995; Yunker et al., 2002).  MP/P 비는 메틸페난스렌의 4가지 이성체 합과 페

난스렌 모화합물을 이용한 비이다. MP/P비가 일반적으로 0.5미만의 경우 연소에 의해 생성된 것

으로 측정하는 반면에 2~6 범위 내에 존재하면 화석연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Garrigues et 

al., 1995). 광양만, 경기만, 그리고 울산해역에서는 대부분의 1이하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연소

기원으로 판명되나 진해해역(진해만, 고현만, 지세포 포함)과 울산해역 일부 정점에서 2이상의 높

은 MP/P비가 확인되었다.  각각 이들 정점에서 채취된 퇴적물의 5.2%, 2.6%가 유류기원으로 나

타났다(그림 4-4-4).

그림 4-4-4. 메틸페난스렌/페난스렌 지수를 이용한 오염원 분석

조사해역내 표층퇴적물 내에 PAHs의 오염원은 대부분 정점에서 연소를 통한PAHs 유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진해해역과 울산해역 일부 정점에서는 높은 알킬 PAHs농도와 판별지수를 통해 유류

기원에 의한 PAHs오염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해역 퇴적물 내에 몇몇 정점에서는 페릴린의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페릴린화합

물은 퇴적물의 속성과정에서 생물활동에 의한 전구체(예: perylenequinone pigments)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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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형성된 화합물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되는 페릴린 양은 미량으로 알려져 있

다(Wakeham et al., 1980). 그러므로, 전체 PAHs에 관여하는 페릴린의 비율이 높은 퇴적물 내 

PAHs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PAHs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Jiang et al., 2000). 퇴적

토가 가진 페릴린 전구체는 강하구나 연안 환경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해역에서

도 경기만에 위치한 한강 하구역 주변과 부산해역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역 주변 퇴적토에서 20~ 

40% 이상의 높은 페릴린 비율(%)을 나타내었다(그림 4-4-5).  국외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페릴린 

비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도쿄만 퇴적물은 8±6% 수준으로 페릴린이 비교적 낮게 검출되었고

(Zakaria et al., 2002), 열대 기후로 강우가 많고 차오프라야 강이 인접한 태국의 타이만 내측에

서는 20%이상으로 페릴린이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Ruchaya et al., 2006).

그림 4-4-5. 페릴린 화합물을 이용한 오염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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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AHs 조성을 이용한 오염원 분석

   

  각 조사해역에서 가장 높은 PAHs농도를 나타내는 정점을 선정하여 PAHs조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자량 200이상을 고분자량 PAHs(HMW), 200이하를 저분자량 PAHs(LMW)로 하였

을 때, 광양만에 위치한 퇴적물에서의 HMW/LMW의 비는 0.2~1.8(평균 1.1±0.3)로 평균 1 이

상이 검출되어 대부분 연소기원 형태로 나타났다. 이하 HMW/LMW는 H/L로 표시하겠다. 특히, 

정점 S17의 경우 주로 202이상의 고분자량 PAHs가 우세한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알킬 PAHs조

성이 모체 화합물에 비해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분자량 PAHs 조성이 풍부하여 연소기원을 

통해 유입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풍부한 알킬 PAHs의 조성으로 유류에 의한 영향이 공존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4-6).

경기만 표층퇴적물에서의 H/L의 비는 0.2에서 2.0의 분포로 고분자량 PAHs가 우세한 조성을 

나타내었으나, 인천항에 위치한 정점 S8과 몇몇 정점 표층퇴적물에서는 알킬 동족체 그룹(ho-

mologue groups)에서 모체화합물에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알킬치환기 수가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소기원의 유입보다 유류기원 PAHs의 유입이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4-4-7).

그림 4-4-6. 광양만 표층 퇴적물(S17) 내 PAHs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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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경기만 표층 퇴적물(S8) 내 PAHs조성

진해해역(진해만, 고현만, 지세포 포함)에서의 표층 퇴적물내 H/L비는 평균 1.5±0.5로 대부분 고

분자량 PAHs가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4-4-8에 나타낸 봐와 같이 정점 S7 표층퇴적물에서

의 PAHs오염원은 주로 플루오란센과 피렌 같은 분자량 202 이상의 고분자량 PAHs가 풍부한 분

포를 보여 연소기원의 유입이 지배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알킬 PAHs는 낮은 농도 수준으로 검

출되어 유류에 의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8. 진해만 표층 퇴적물(S7) 내 PAHs조성

부산해역에서 채취된 표층 퇴적물내 H/L비는 최소 0.8에서 최대 3.6으로 고분자량의 PAHs에서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정점 S21(감천항)에서 채집된 표층퇴적물에서는 저분자량의 알킬

동족체와 알킬치환된 페난스렌, 디벤조티오펜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항구 내측에서 유류에 의

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4-9). 그리고 표층퇴적물에서 나타난 알킬PAHs

의 조성은 알킬 동족체가 종모양(bell shape)으로 나타나 항시 유류에 노출되어 있는 정점으로 확

인된다. 그러나 부산해역 정점 S26에서는 알킬 PAHs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 수준이나 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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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PAHs에 의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소기원 형태의 유입이 있음을 보여준다(그

림 4-4-10).

그림 4-4-9. 부산해역 표층 퇴적물(S21) 내 PAHs조성

그림 4-4-10. 부산해역 표층 퇴적물(S26) 내 PAHs조성

부산해역에서 채취된 표층 퇴적물내 H/L비는 0.3~2.6 (평균 1.0±0.4)으로 주로 연소기원에 의

한 유입이 있음을 나타낸다. 울산해역에서 채집된 S28정점 퇴적물의 경우 연소기원 형태의 유입

이 있음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그림 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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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1. 울산해역 표층 퇴적물(S28) 내 PAHs조성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해역에서의 표층퇴적물 내 PAHs는 대부분 플루오란센, 피렌, 크라이센과 같

은 고분자량 PAHs의 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체화합물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 반면 알

킬 동족체에서는 낮은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조성분포는 연소기원 PAHs가 우세한 환경

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주변산업시설, 인간활동 등을 통한 연소기원의 PAHs가 해양 표층퇴적물

로 유입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조사해역 정점에서 항만 시설에 인접한 표층퇴적물에서는 

유류에서 모체화합물에 비해 많이 검출되는 알킬 PAHs의 농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유류기원의 

PAHs가 확인되었다. 이들 정점에서는 크고 작은 선박활동 등에 의해 유류오염에 의한 영향이 연

소 기원에 의한 유입보다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04 •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2002a. 전국연안의 지속성 유기물질 오염실태 조사 연구. BSPM 00070-1336-3.

해양수산부, 2008.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2002. 유류오염 피해입증 기술개발. BSPM 162-00-1489-4. pp. 253-292. 

해양수산부. 2005.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BSPM 162-00-1489-4. pp. 1-273.

해양수산부. 2006.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BSPM 35900-1796-4. pp. 1-140.

해양수산부. 2007.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Baumard, P, H Budzinski, P Garrigue, H Dizer and PD Hansen. 1999. Polycyclic aro-

matic hydrocarbons in recent sediments and mussels (Mytilus edulis) from the West-

ern Baltic Sea: occurrence, bioavailability and seasonal variations. Mar. Environ. Res. 

47: 17-47.

Baumard, P., H. Budzinski, P. Garrigues. 1998. PAHs in sediments and mussels of the 

western Mediterranean Sea.  Environ. Toxicol. Chem. 17: 765-776.

Boonyatumanond, R., G. Wattayakorn, A. Togo, H. Takada, 2006. Distribution and 

origin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in riverine, estuarine, and marine 

sediments in Thailand. Mar. Poll. Bull. 52: 942-956.

Budzinski, H., I. Jones, J. Bellocq, C. Pierard, P. Garrigues. 1997.  Evaluation of sedi-

ment contamination by PAHs in the Gironde estuary. Mar. Chem. 58: 85-97.

Goldberg, E.D., 1975. The Mussel Watch: A first step in global marine monitoring. 

Mar. Pollut. Bull. 6: 11.

Jiang C., R. Alexandera, R.I. Kagia and A.P. Murray, 2000. Origin of perylene in an-

cient sediments and its geological significance, Organic Geochemistry 31: 1545-1559.

Karcher, W., Editor, Spectral Atlas Of Polycyclic Aromatic Compounds Vol. 2, Kluwer, 

Dordrecht, The Netherlands.

Kim, G. B., K. A. Maruya, R. F. Lee, J.-H. Lee,  C.-H. Koh and S. Tanabe. 1999. Dis-

tribution and sources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sediments from Kyeonggi 

Bay, Korea. Mar. Pol. Bull. 38: 7-15.

McCready, S., D. J. Slee, G.F. Birch, and S.E. Taylor. 2000. The distribution of polycy-

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surficial sediments of Sydney Harbour, Australia. Mar. 

Pollut. Bull. 40: 999-1006

Means, J.C.,  Hassett, J.J.  Wood, S.G. and  Banwart, W.L. 1980. Sorption properties 

of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by sediment and soils. Eviron. Sci. Technol. 14, 

1524-1528.

P. Garrigues, H. Budzinski, M.P. Manitz and S.A. Wise, 1995. Pyrolytic and petro-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505 

4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genic inputs in recent sediments: a definitive signature through phenanthrene and 

chrysene compounds distribution, Polycyclic Aromatic Compounds 7: 275-284.

Rhodes, S., Farwell, A., Hewitt, L.M., MacKinnon, M., Dixon, D.G. 2005. The effects 

of dimethylated and alkylate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on the embryonic de-

velopment of the Japanese medaka.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60: 247-

.258

Sauer, T. C. and Boehm, P. D., 1991. The use of defensible analytical chemical mea-

surements for oil spill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In Proceedings of the 

1991 Oil Spill Conference, pp.363-369.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Washington, 

DC.

Schlautman, M. A. and J. J. Morgan. 1993. Effects of aqueous chemistry on the bind-

ing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by dissolved humic materials. Environ. Sci. 

Technol. 27: 961-969.

Wade, T. L., E. L. Atlas, M.M. Brooks, M.C. Kennicutt II, R.G. Fox, J. Sericano, B. 

Garcia-Romeo, D. DeFreitas. 1988. NOAA Gulf of Mexico status and trends program: 

Trace organic contaminant distribution in sediments and oysters.  Estuaries 11: 171-

179.

Wakeham, S.G., C. Schaffner and W. Giger, 1980.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Recent lake sedimentsöII. Compounds derived from biogenic precursors during early 

diagenesis,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44: 415-429.

Wang, Z. and Fingas M.F. 2003. Development of oil hydrocarbon fingerprinting and 

identification techniques. Mar. Poll. Bull. 47: 423-452.

Wang, Z., M. Fingas, and K. Li. 1994. Fractionation of a light crude oil and identifica-

tion and quantification of aliphatic, aromatic, and biomarker compounds by GC-FID 

and GC-MS, Part 1. J. Chromatographic Sci. 32: 361-366.

Witt, G., 1995.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water and sediment of the Baltic 

Sea.  Mar. Pollut. Bull. 31: 237-248. 

Yim, U.H., Hong, S.H., Shim, W.J., Oh, J.R. and Chang, M. 2005. Spatio-tempor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Hs in sediments from Masan Bay, Korea. Mar. 

Poll. Bull. 50: 319-326.

Yunker, M.B. R.W. Macdonald, R. Vingarzan, R.H. Mitchell, D.S. Goyette and Steph-

anie, PAHs in the Fraser River basin: a critical appraisal of PAH ratios as indicators of 

PAH source and composition, Organic Geochemistry 33: 489-515.

Yunker, M.B., L.R. Snowdon, et al., 1996.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composi-

tion and potential sources for sediment samples from the Beaufort and Barents Seas. 

Environ. Sci. Technol. 30: 1310-1320.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06 •

Zakaria M.P., Takada H., Tsutsumi S., Ohno K., Yamada J., Kouno E., and Kumata 

H., 2002. Distribu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in rivers and estu-

aries in Malaysia: A widespread input of petrogenic PAHs. Environ. Sci. Technol. 3: 

1907-1918.



부록Ⅰ- Ⅳ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07 

부록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부록 I. 유류피해 손해산정방법 표준화

제 1 절 어업피해 산정방법의 표준화

 어업피해 산정방법

  국제기금에서는 생산량을 근거로 한 생산량 모델을 수립, 피해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받아들

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인별 차이가 커 어느 일정 모델에 따라 손해를 산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금에서는 피해산정을 하는데 기본요소로 청구편람(Claims manual)에 따라 보상을 해주

고 있으므로 이 지침에 따라 피해정도와 규모를 정하여 각 피해목록별로 계산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계산근거와 논리적인 전개가 가장 핵심사항으로 오염과의 인과관계와 피

해정도를 규명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예는 Sea Empress호 사고 시 피해 어업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액 청구가 없었는데

도 영국정부의 요청으로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영국전문가 그

룹의 참여로 어업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배경이 바로 이러한 시사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Moore 등, 

1998).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도나 시군 단위로 나누어 생산량을 합산 발표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

은 어느 일정지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5금동호나 씨 프린스호 사고 시 피해산정을 할 때 개발한 

어업생산량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해주고 있으며 검정인이 인정 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시 그 

자료를 토대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피해산정을 위한 표준화 요소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어업

별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해율과 피해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이다.

제 2 절 어업형태별 손해산정방법

 양식어업 손해산정방법

  양식어업이라 하면 크게 양식 목적 종류에 따라 해조류양식, 어류양식, 패류양식, 갑각류 기타 

무척추동물양식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양식시설별로는 수하식양식, 가두리양식, 육상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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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바닥식양식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각 양식 방법별에 따라 기름 오염되면 그 피해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해조류 양식에는 김양식과 미역, 다시마, 톳양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김양식은 김발에 포자

를 붙여 조간대에서 노출을 시킬 경우 기름피해를 당하게 되면 전량 폐기해야만 하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어류양식에는 바다에서 일정면적을 면허하여 어망을 설치, 고기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두리를 

설치하여 수면위에 부자로 시설을 고정, 먹이를 주면서 양성시키는 방법으로 기름오염 피해 시에

는 어망, 부자 시설 및 가두리내의 어류에도 영향을 준다. 육상에서도 수조를 만들어 인근해역에

서 관로를 통해 해수를 펌핑하여 수조에 해수를 순환시키면서 양식하게 되나 기름오염 시에는 해

수 펌핑이 불가능하여 어류폐사 및 기름오염에 의한 유취, 치어 양성 시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

기도 한다.

  패류양식은 크게 굴양식과 진주담치(홍합)양식으로 어미줄에 굴이나 진주담치를 매달아 부자로 

시설물을 그 아래에 침하되어 있는 굴, 진주담치 등은 기름오염으로 유취에 따른 생산시기 지연등

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저질에 잠입하여 살고 있는 피조개, 바지락, 새조개, 고막같은 바닥 뿌림식 

양식 종들은 기름오염 시에는 수심의 정도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름오염에 의한 피해는 조간대에서 살고 있는 바지락의 경우가 가장 심하고 다음 고

막, 새조개, 피조개 순으로 영향을 받으나 실제 피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아 피조개, 굴등은 피

해 청구시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1. 해조류양식의 손해산정

1.1.1. 김양식의 손해산정

  김양식업은 어선어업, 패조류의 공동어업과는 달리 손해평가에서 어업자 측과 가해자 감정인과

의 사이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손해액에 대한 파악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김양식업은 바다를 상대로 하는 어업이라기보다도 농업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톳 등의 양식해조류의 유류피해 손해액산정은 김양식 손해의 산정식 기준

에서 적용시키면 된다.

  (1) 김양식의 특징

 첫째, 시설책수, 해태망수가 확실하므로 손해수량을 파악하기 쉽다.

 둘째, 생산계획이 일정하므로 피해기간, 장래손해의 예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생산어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규모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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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물의 손해

 ⅰ)오염된 생김의 채취 폐기 손해 : 오염된 생김을 채취하여 폐기한 것의 손해

 ⅱ)오염 김(제품)의 손해 : 김가공공장 혹은 출하후 발견된 오염된 김발의 손해이다.

 ⅲ)김종묘 또는 김엽체의 부분적인 손상에 의한 減收(감수) 또는 가격하락 손해 :

 양식장 수면의 유류오염으로 채취가 지연되어, 엽체의 손상에 의해 발생한 생산 

 수입감소 또는 가격차이의 손해 이외에 수면위로 끌어올림, 침하, 양륙 등의 채묘망의 

 긴급피난조치에 의한 김엽체의 손상에 대해 발생한 생산 감소액 또는 가격하락 손해 등이다.

 ⅳ)양식생산 휴업에 의한 생산 수익의 손실 : 양식장의 오염, 채묘망, 김종묘의 오염 

 손해로 채묘망이 양식장에서 철거되거나 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강제적으로 양식을 

 휴업하는 기간동안에 예상되는 생산수익의 손실이다.

(나) 채묘망의 손해

  채묘망은 그물에 무수한 김이 부착한 것이므로 김엽체가 손상되면 채묘망의 효용가치는 감소되

거나 없어진다. 채묘망은 냉동보관이 가능하므로 유류사고시 수면에서 끌어내어 보관할 수 있고 

또 사용 불가능한 채묘망은 대체망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채묘망은 2～3개월 사용한 후 손질하여 

건조시켜 다음해에도 사용하여 2～3년간 사용한다.

채묘망의 손해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대체채묘망의 구입비 : 사용불가능해진 채묘망의 대체품을 구입한 구입비

 ⅱ) 전손망 손해 : 채묘망의 전손으로 대체망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그물의 

 잔존  가격의 손해

(다) 시설의 손해

  채묘, 육성용의 대나무 또는 비닐파이프 뗏목 및 기타 부유시설, 지주시설의 수면부의 시설이 오

염되어, 이것들을 현장에서 청소하는 비용, 양륙하여 청소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다.

(라) 비용손해

  채묘망을 수면위로 끌어올림, 침하 외에 양륙, 건조, 냉장고입고, 보관, 출고 및 복원 등의 긴급 

피난조치에 필요한 비용, 현상복구에 관련된 비용이다.

2) 손해조사 방식

  다른 천해양식업에 비교하여 김양식 유류오염손해의 특징적인 경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ⅰ) 생산물과 시설의 주요부분이 수면에 가깝고 수평방향으로 전개되어 있으므로 

 유류피해로 인한 손실을 입을 기회가 많다.

 ⅱ) 엽체 표면을 점질물(粘質物)이 덥고 있으므로 유류의 부착이 곤란하며 경미한 

 오염이면 생물적 기능장애는 적다고 한다.

 ⅲ) 커다란 기름덩어리가 설치한 책내로 들어오면 밖으로 유출되기는 어려우나 외계의 

 온도가 낮을 때는 유류는 업체에 부착하기 어렵다. 

 미세한 기름덩어리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채취김에 혼입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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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저점도 유류에 의한 경미한 오염은 바람과 파도, 조류에 의한 자연정화가 비교적 

 신속히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ⅴ) 고점도 유류가 책내로 유입되면 밖으로 유출되기 어려우며, 수면 가까운 책의 

 엽체에 부착하기 쉽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ⅵ) 김의 성장점은 뿌리 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혹은 채취한 후라도 성장은 지속된다.

 ⅶ) 냉동망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불량망의 대체품을 보충하여 계속 생산이 가능하며, 

 수면에서 채묘망을 철거하여 냉장고에 임시 보관이 가능하다.

(가) 조합 또는 어촌계별 조사사항

  김양식에 대한 면허어업권은 대부분이 어촌계나 수협에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양식업의 관리는 

어촌계나 수협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김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어촌계나 수협에

서 확인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어촌게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가) 김양식 책수, 조합원수, 어촌계원수, 어선척수,

      나) 양식장의 면허번호, 위치, 구역

      다) 양식방식(지주식, 부류식)별, 구획수, 책수 및 시설의 구조, 내용(耐用)년수와 경과년수

      라) 채묘망

        ·채묘망의 치수, 개수 및 내용(耐用)년수와 경과년수

        ·채묘, 육성의 방식과 경과년수

      마) 해당 양식 년도의 생산경과

        ·설치 책수

        ·월별 채취회수, 생산수량 및 생산금액과 대상책수

      바) 과거 3～5년간의 생산실적

        ·시설책수

        ·월별 채취회수, 생산수량, 생산금액, 대상책수

      사) 생산경비 및 어업생산자 소득율

(나) 손해 실태 조사

  피해자, 조합임원 및 담당직원의 입회하에서 양식장, 육상의 작업공장, 냉동창고의 수시손해의 

실태, 복원작업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실의 확인에 주력한다.

1) 실태 조사의 개요

      가) 손해발생시의 양식실태

         ① 지주식 양식장의 구획수, 1구역의 책수와 시설의 구조

         ② 부류식 양식장의 시설수(셋트), 1셋트의 책수와 시설의 구조

         ③ 묘망의 설치개수, 냉동망, 망의 사용정도(신구망), 기(旣)채취회수 및 사고 후의 예정채취

회수, 사고 직전의 채취일 및 사고 직후의 채취 예정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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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고발생시의 엽체 생육상태 및 병해의 유무

      나) 유류오염손해의 실태

         ① 유류피해 양식장의 범위

         ② 유류피해 구역 또는 책수와 어장내의 위치

         ③ 오염시설의 명칭, 손해정도와 처리방법별 수량 및 청소 등의 처리실태

         ④ 오염채묘망의 종류, 구분, 손해정도와 처리방법별 책수 및 처리실태

         ⑤ 양식김종묘, 생김의 손해정도, 처리방법별 책수 또는 수량 및 양식 휴식기간

      다) 긴급피난조치의 실태

         ① 수면위로 끌어올림, 침하, 양륙 등의 방법과 종망, 시설 및 피난기간

         ② 피난조치에 종사한 어선, 인원 및 사용 기자재(機資材), 냉장고보관등의 명세

         ③ 긴급피난조치에 기인하는 종묘 손상의 유무, 피해책수와 생산재개후의 생산경과

      라) 채취후의 가공, 출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실태

          김추출공장에서 세척, 절단 중 또는 건조후의 선별 중, 출하후의 위판장, 유통과정에            

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경우의 오염된 생김 또는 오염된 건조김의 수량과 선별에 참여한 인원, 그 

외의 소요사항.

(3). 손해평가방식

(가) 생산물의 손해

    1) 채취폐기손해

손해액 = 폐기생김총중량 × {(생김kg당 평균단가 - kg당 절약경비)}

         ① 폐기된 생김을 계량하지 않아 위의 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생김의 평균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과거의 평균생산실적으로 1책당 생산량을 추정하여 피해책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kg당 평균단가는 해당양식장 또는 부근의 유사양식장의 피해직후의 위판 평균

         가격을 이용한다.

         ③ 절약경비는 폐기처분후의 김추출제조, 포장, 출하등의 경비, 위판수수료, 기타 

         절약된 경비이다.

    2) 오염된 가공 김의 손해

손해액 = (김매수) × {(김1매당 평균단가) - (김1매당 절약경비)}

         ① 평균 단가는 출하예정일의 위판단가로 한다.

         ② 절약경비는 출하경비, 위판수수료, 기타 절약된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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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산감소액 손해

손해액 = 책수 × {(1책당 통상 생산량) - (1책당 실생산량)}

× {(kg당 평균단가) - (kg당 절약경비)}

         ① 통상 생산량은 과거 3년간의 1책당 평균 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kg당 평균단가는 앞의 1)의 ②생김의 채취폐기손해에서 설명한 단가에 준한다.

         ③ kg당 절약경비는 손해발생 이후, 생산경비를 절약한 부분이다.

    4) 가격하락손해

손해액 = (손해매수) × (정상가격과의 차이)

         ① 정상가격이란 해당 양식장 또는 부근의 유사양식장의 위판평균가격을 이용한다.

    5) 양식생산의 휴업손해

손해액 = (피해책수) × {(생산휴업기간중 1책당 예상 생산량) × (김 1매당 평균 단가) 

- (김 1매당 미지불경비)}

         ① 생산휴업기간의 1책당 예상 생산매수는 해당 어장의 생산휴업기간과 동기간의 

         3년간의 평균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김 평균단가는 해당 양식장 또는 인근 유사어장에서의 피해기간의 평균단가이다.

         ③ kg당 미지불경비는 양식관리, 생김의 채취, 김추출제조, 제품포장, 출하 및 

         판매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생산휴업으로 절약된 것이다.

  (나) 채묘망의 손해

  채묘망의 손해로 다음의 두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1) 채묘망이 전손된 경우

                   손해액 = (손해망수) × (그물취득가격) ×   
잔존 내용(耐用)년수

                                     
총 내용(耐用)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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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손채묘망의 대체망을 구입하여 생산을 계속한 경우

손해액 = (구입망매 수) × (단가) × (운송비) × (기타경비)

참고로 김 표본어가 소득분석을 2002. 9 ～ 2003. 5 (10개월) 양식순기, 조사어가 규모 및 시황

문석, 작황분석, 규모별 소득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양수산부, 2003).

Table I-1. 김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김 9월~10월 ‘02.9~’03.5 11월~5월 전남, 충남

Table I-2. 지역별 김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목포 여수 대산 군산 부산 비   고

어가 수 57 30 12 9 3 3

Table I-3. 규모별 김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  계 2ha미만) 3~5ha 6~10ha 11~15ha 비   고

어가 수 57 10 19 19 19

Table I-4. 시황분석

구   분 목포청 여수청 대산청 부산청 군산청

가격

(원)

1,500~

2,700원/1속

2,300~

4,300원/1속
2,500원/1속

15,000~17,950원

/40kg물김

2,300~

3,000원/1속

순기별 작황(전남 중심)은 채묘 및 발아기(9월 하순～10월 중순)에서는 포자 부착 및 발아는 양호

하였으나 초기 생산기 (10월 하순～11월 하순)는 수온 정체, 온난한 날씨 지속, 잦은 안개 발생 등

으로 엽체의 활력이 저하하였다. 생산 성기(12월 상순～1월 하순)에는 해황의 안정적인 유지로 작

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 겨울철 웃자란 엽체는 잦은 한파의 영향으로 웃자란 엽체 탈락

이 심하였고 종어기(3월 중순이후)까지 동아(겨울 김 포자)부착 김의 작황 호전으로 4월말까지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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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5. 소득분석

구     분 2002년산(천원) 2003년산(천원) 비   고

지역별

목포청 47,549 52,907

여수청 20,360 20,542

대산청 19,097 36,729

군산청 58,164 71,091

부산청 75,917 61,921

노출

부류식

1ha 6,734 4,550

3ha 18,717 16,560

5ha 38,500 34,300

10ha 77,000 74,520

15ha 85,100 85,800

무노출

부류식

3ha 14,669 34,300

5ha 17,776 57,204

10ha 86,760 91,471

지주식

2ha 9,435 7,600

5ha 30,100 27,500

10ha 58,800 42,000

15ha 63,660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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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 김 노출부류식의 김 소득분석(해양수산부, 2003)                                       (단위 : 천원)

항     목 1 ha 3 ha 5 ha 10 ha 15 ha

조

수

입

계 4,550 16,560 36,800 74,520 85,800

판  매  소  득 4,550 16,560 36,800 74,520 85,80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375 2,540 4,200 10,400 9,060

수  선  비 100 500 400 400 1,500

종  묘  비 105 420 1,400 2,800 2,700

유  류  비 720 1,215 2,100 1,350 2,560

사  료  비

약  품  비 306 1,200

전 기 요 금

가  공  비

주·부식비 250 320 4,500 4,500

조세공과금 1,472 2,980 3,432

공제 및 보험료

기 타 지 출 100

감가상각비 896 670 8,257 10,116 19,654

인  건  비 1,050 10,800 6,400

계 2,446 6,071 23,379 43,346 46,506

자 가 노 력 비 2,000 1,600 5,400 5,400 16,000

자 본 용 역 비 240 367 2,337 4,334 8,471

총          계 4,686 14,109 31,116 53,080 70,977

총소득(조수입-경영비) 2,104 10,489 13,421 31,174 39,294

소득율(총소득÷조수입) 46.2% 63.3% 36.4% 41.8% 45.79%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36 2,451 5,684 21,440 14,823

이익률(순소득÷조수입) -3% 14.8% 15.4% 28.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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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7. 김 지주식의 소득분석                                                                              (단위 : 천원)

항     목 2 ha 5 ha 10 ha 15 ha

조

수

입

계 7,600 27,500 42,000 55,100

판  매  소  득 7,600 27,500 42,000 55,10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610 780 1,520 315

수  선  비 60

종  묘  비 280 910 1,200 3,000

유  류  비 900 960 960 1,600

사  료  비

약  품  비 204 800 1,000

전 기 요 금

가  공  비

주·부식비 200 2,240 1,600 1,780

조세공과금 200

공제 및 보험료 160 100 500

기 타 지 출 50 22,000

감가상각비 670 5,798 10,347 10,157

인  건  비 1,600 1,400 10,400

계 3,134 7,395

자 가 노 력 비 1,600 4,800 5,600 10,000

자 본 용 역 비 314 1,318 1,802 5,995

총          계 5,048 19,306 25,429 42,557

총소득(조수입-경영비) 4,466 14,312 23,973 5,148

소득율(총소득÷조수입) 58.7% 52.0% 57.0% 9.3%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552 8,194 16,571 -10,847

이익률(순소득÷조수입) 33.5% 29.7% 39.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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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미역양식의 손해산정

  미역 표본어가 소득분석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6개월)동안 양식순기, 조사어가, 시황

분석, 작황분석, 소득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I-8. 미역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미역 10월~11월 ‘02.10~’03.4 ‘03.2월~4월 고흥, 완도

Table I-9. 지역별 미역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여수 목포 부산 포항 울산 비   고

어가 수 16 7 4 2 2 1

Table I-10. 규모별 미역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  계 3ha미만) 3~5ha 5ha 비   고

어가 수 16 3 5 8

Table I-11. 시황분석(시세분석)

구   분 여수청 부산청 울산청 목포청 포항

가격

(원)

50~90원

/원초

480~695원

/생미역

30,000원

/건미역

60~90원

/생미역

60,000~75,000원

/건미역

2003년 작황은 완도, 고흥지방에서 가이식에서 시설초기는 조기산 종묘의 경우 시설초기인 8월 

중순이후 작황은 수온정체 및 고수온으로 일부 고사하였고, 만기산 종묘는 시설시기인 9월 중순

(완도), 10월 초(고흥)에서 작황은 싹녹음이 있었으나 해적생물은 없었다.

  조기산 및 만기산 본양성 시설은 조기산 해역에서는 9월 20일 전후(완도), 10월 15일 전후(고흥)

에 하였으나 수온정체 및 하강속도가 완만하여 유엽 탈락 및 잡조류 부착이 심하였다. 만기산 해

역에서는 10월 23일 전후(완도), 10월 말～11월 초 (고흥)에 시설하였으나 초기 고수온으로 일부 

고사 되어 재 시설하였고, 수온하강 후에는 엽체가 활력을 회복하였다(완도).

  겨울철에는 특이한 병해 없이 성장 및 증육이 양호하였으며 생산기인 초봄부터 초기 일부 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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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어장에서 엽체 끝녹음 현상이 발생되었으나, 증육 상태가 양호하여 2월 중순경부터 염장용 미

역을 채취하였다. 종어기에는 일조량 증가로 미역이 노쇠하고 끝녹음 현상이 일어나 품질이 저하

되었다.

Table I-12. 미역의 소득분석

구     분 2002년산(천원) 2003년산(천원) 비   고

지역별

목포청 23,300 18,100
생산량 감소 및

원초가격 하락

여수청 12,465 13,417 ″

부산청 34,225 39,837 ″

울산청 28,380 60,000 ″

포항청 34,962 42,044 ″

규모별

3ha 46,376 60,000 건미역 판매 가격

5ha 15,400 14,400
생산량 감소 및

원초가격 하락

10ha 28,000 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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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13. 미역 양식(연승수하식)의 규모별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3 ha 5 ha 10 ha

조

수

입

계 60,000 14,400 23,200

판  매  소  득 60,000 14,400 23,20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2,280 60 2,100

수  선  비 680 450

종  묘  비 2,640 300 1,200

유  류  비 1,273 414 600

사  료  비

약  품  비

전 기 요 금 3,600

가  공  비

주·부식비 1,386 520 400

조세공과금 18 200

공제 및 보험료 240 100

기 타 지 출 820 400 200

감가상각비 7,780 1,870 4,080

인  건  비 5,400 1,880.0 660

계 25,879 5,683 9,990

자 가 노 력 비 9,000 3,360 5,000

자 본 용 역 비 4,132 568.4 999

총          계 39,011 9,612 15,989

총소득(조수입-경영비) 34,121 8,717 13,210

소득율(총소득÷

조수입)×100
56.9% 60.5% 56.9%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0,989 4,788 7,211

이익률(순소득÷

조수입)×100
35% 33.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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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류양식의 손해산정

1.2.1. 어류가두리양식의 손해산정

  우리나라의 어류양식은 대부분 넙치(광어)와 조피볼락(우럭)이 대부분이고 방어, 참돔, 복어 등

도 수온이 높은 남해안에서 양식되고 있다. 

  넙치의 경우 제주도, 동해안, 남해안에서 육상에 수조를 설치 가온하면서 종묘생산과 성어생산

을 하고 있다. 조피볼락은 대부분 전남, 경남지방의 대규모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

다.

  어류양식 피해에 관한 손해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씨 프린스호 사고 시 배상·보상 주체였던 

P&I Club과 국제기금에 보고된 ITOPF 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씨 프린스호 유류오염에 의한 여수지역에서 청구된 어업피해내역을 예로 살펴보면 가두리 양식

어업 피해청구액이 총 피해 청구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가두리 양식어업에 이렇게 많은 피해

가 발생한 것은 당시 여천군 섬 내만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가두리가 여과 없이 제일 먼저 

기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에서는 23계 어촌계로부터 총 769명의 개인 가두리 양식어업인들이 7,750개의 어류 양

식 가두리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였다. 총 81,899,495,000원에 달하는 피해의 청구는 시설물에 

대한 오염과 기름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들이 폐사하였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시장 가격이 하락했

다는 주장 등에 대한 것이다. 청구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천군 당국에 대하여도 역시 태풍 ‘페

이’의 결과로 시설물과 양식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청구를 하였고 나중에는 또한 잇

따른 적조 피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하였다.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어업 피해에 대한 어업인지정 검정인의 사정은 주장된 폐사, 장래 발생할 폐

사의 추정, 시설물의 손상 그리고 시장가격의 감소를 참작하였다. 최초 어업인지정 검정인은 가두

리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피해에 대하여 여천 군청에 청구하였던 서류들을 근거로 피해를 사정하

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료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조사와 청구인 

면담을 기초로 하여 사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어업인지정 검정인의 보고서 상에서는 주장하는 폐

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어떻게 사정 되었는지 혹은 장래 예상폐사의 산정 근거에 관

한 상세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가격하락부분의 청구에 대한 사정에 있어서, 어업인지정 검정인은 유출사고 이후 4개월 동안 여

수지역 시장가격의 평균 하락율을 적용하였다. 어업인지정 검정인은 거의 대부분의 방제작업이 

끝나고 적조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인 10월에 최대의 가격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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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모든 원인을 기름 유출의 탓으로 돌렸다. 총 36,642,077,710원으로 사정된 청구액은 Table 

I-14 에 각 어촌계별로 요약되어 있다.

Table I-14. 어업인 지정검정인의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어업 피해사정액 집계

어촌계 폐사손실 장래폐사 시설피해액
가격하락

손실액
합계

신  흥 950,455,000 111,249,900 120,411,500 556,553,000 1,738,669,400

화  산 1,419,387,500 132,665,700 149,411,500 727,273,000 2,428,794,400

제  도 799,040,000 41,211,900 92,004,000 201,012,500 1,133,268,400

자  봉 1,160,658,000 92,060,800 124,593,500 390,103,000 1,767,415,300

여  석 34,283,000 10,380,900 17,036,200 4,6449,000 108149100

낭  도 55,430,000 8,123,100 9,172,600 25,570,000 98,295,700

적  금 20,900,000 3,759,300 3,335,600 30,750,000 58,744,900

군  내 352,200,000 37,045,000 66,509,300 319,248,500 778,002,800

두  라 1,589,617,000 274,690,100 188,499,500 288,584,000 2,341,390,600

횡  간 934,274,000 162,394,100 97,202,300 462,002,750 1,655,873,150

나  발 1,123,020,000 212,865,300 128,333,100 629,817,500 2,094,035,900

우  학 36,800,000 6,608,000 3,034,000 2,3600,000 70,042,000

송  고 149,422,000 14,147,300 12,378,000 42,605,000 2,185,523,600

신  복 199,304,000 29,676,900 41,221,500 78,455,500 348,657,900

월  호 1,910,955,500 304,140,900 241,371,700 1,037,219,380 3,493,687,480

화  태 4,796,540,000 781,917,200 569,560,400 2,941,420,750 9,089,438,350

송  도 1,356,459,500 238,542,300 183,219,300 1,041,805,000 2,820,026,100

월  항 700,427,000 1,732,75,700 115,430,700 481,793,000 1,470,926,400

연  도 143,856,000 8,310,400 7,071,000 20,776,000 180,013,400

안  도 1,045,146,000 80,594,100 60,103,700 142,084,500 1,327,928,300

서고지 2,033,596,500 244,399,600 117,701,700 573,469,880 2,969,167,780

심  미 132,013,000 55,075,600 20,741,700 169,274,250 377,104,550

장  지 49,515,000 6,234,300 8,189,200 12,955,000 76,893,500

합계 20,993,299,000 3,029,368,400 2,376,588,800 10,242,821,510 36,642,077,710

ITOPF의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 어업 피해청구에 대한 사정은 오염 지역내에 많은 가두리 양식어

업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두리의 수와 그 시설 구조물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공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염된 가두리들로부터 어류의 샘플들을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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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의 결과로서 어류가 기름에 오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샘플어류의 

근육 조직내의 탄화수소치를 측정하고 선택된 샘플에 대한 유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 조사는 1995년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지역의 여러 어업 대표자들과 또 그들이 지정한 

검정인들과 전문인들 그리고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의 해양과학자들과 그들의 국내 검정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오염지역으로부터 어류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 외에, 여수 수산시장을 

포함한 비 오염지역으로부터도 샘플을 채취하였다.

  샘플들이 채취되어 여수에 보관된 이후 불행하게도 어업인 대표들은 합동 관능검사(유취테스트 

프로그램 : Taint Testing Programme)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 여수수산대학의 화학부서와 

공동으로 샘플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검사를 실시하기를 희망하였다. 씨 프린스호의 선주와 그들의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I Club) 그리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서는 해양생물의 

탄화수소 측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한 화학자로 하여금 영국에서 여수로 와서 그 분석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분석 전 샘플 어류의 전처리에 필요한 충분히 정제된 시

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몇 가지 어려움들과 지연을 겪은 

후에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은 한 셋트의 어류 샘플들을 화학적 분석만을 위하여 영국의 실험실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데 동의하였다.

  스코틀랜드의 포트에드가(Port Edgar)에 있는 환경자원기술연구소(The Environment and 

Resource Technology : ERT)의 실험실에서 모든 샘플에 대한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농도

를 측정하였다. 습중량 백만분율(PPM)로 측정된 탄화수소 농도와 그 탄화수소의 감식법에 의한 

그래프들(Fingerprints)로부터 오염여부를 판단하였다.

  오염된 지역에서 채취된 많은 가두리 양식어류 샘플을 조직에서 약간의 석유성 탄화수소(pe-

troleum hydrocarbons)를 함유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지만 그 농도는 매우 낮았고, 오염지역 밖

에서 채취된 대조군 샘플의 것과 유사하였다. 1995년 8월 샘플 채취 조사 시 몇몇 시설에서 소수

의 폐사 어류가 발견되었다. 폐사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수는 가두리 양식에서 일반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질병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어체내에서 현저한 

탄화수소의 오염정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름 유출로 인한 폐사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1993년 영국의 셔틀랜드에서 일어난 브레이어 사건(The BRAER incident)에 따른 관찰에서 입

증되었다. 이 난파선에 인접한 가두리에서 사육중인 연어의 조직은 고도의 자연 분산의 결과로 매

우 심하게 탄화수소에 오염되었다. 몇 달간 지속된 매우 심한 정도의 오염(씨 프린스 기름 유출 사

고의 샘플보다 몇 배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폐사도 기록되지 않았다.

  저분자량의 다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의 총 농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정한 불쾌한 냄새와 맛을 내는 농도(1ppm)보다도 훨씬 낮은 농도(1/10)

를 나타내었다. 저분자량의 다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석유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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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petroleum compounds)은 아니지만, 측정된 석유성 탄화수소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

문에 샘플을 채취할 당시 가두리 양식 어류가 오염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고분자량의 복합 싸이클 방향족 탄화수소(PAHs))의 총농도는 훈제어류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복합 싸이클 방향족 탄화수소 PAH인 벤조[a]필렌(benzo〔a〕pyrene)의 전형적인 농도보다 훨씬 

낮았다(1/100). 그러므로 가두리 양식 어류에서 발견된 방향족 물질의 정도는 사람의 건강에 해

로움을 주지 않는 농도였다.

  위에서 설명된 이유로 인하여 ITOPF는 청구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폐사와 장래 예상되는 폐사

에 대한 피해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는 피해 사정을 하지 않

았다. 그 대신 세척 비용을 포함한 가두리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정하였고, 또한 조업중

단으로 인하여 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에게 발생된 관리비용과 사료대 등을 산정하였다. 어류가 오

염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 때문에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은 1995년 11

월 3일(즉 3.5개월 후)을 조업중단 종료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 시점은 모든 어류가 전혀 오

염이 안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분석 결과가 어업인 지정 검정인에게 전달된 때이다. 또 어업인지정 

검정인이 이런 사안을 어업인들에게 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으로서 추가 0.5개월(즉 총 120일간)

을 인정하기로 제의하였고, 이것은 가두리 양식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인

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ITOPF는 기름 유출의 결과로 인하여 가두리 양식어류의 시장가격이 하락되었다는 주장은 그 지

역에서 발생한 적조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어업인지정 검정인의 청

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되어왔던 어가를 분석해 보면 1995년의 가격 감소

는 일반적인 계절적 추세였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설물 손상 피해에 대한 사정에 있어서,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은 태풍 ‘페이’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하여 어업인들이 이미 제출한 청구와 같이 각 시설물의 오염정도를 고려하였다.

  심하게 오염되었던 지역들의 경우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은 전형적인 내용 연수를 30개월로 한 

여러 가지 구성자재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그물과 부자 그리고 로프 등의 교체를 인정하였다. 운

송비와 노무 인건비등도 역시 인정되었다. 성어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물과 유어에 사용되는 그물 

등 두 종류의 그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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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에 사용되는 가두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크   기 구입가격(원) 감가상각 교체비용(원)

5.4m×5.4m 200,000
50%(1994)

70%(1993)

150,000

90,000

6.0m×6.0m 240,000
50%(1994)

70%(1994)

175,000

105,000

유어에 사용되는 가두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크   기 구입가격(원) 감가상각 교체비용(원)

5.4m×5.4m 200,000 10%(1995) 180,000

6.0m×6.0m 240,000 50%(1995) 216,000

운송비를 포함한 부자(Buoys)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크   기 구입가격(원) 감가상각 교체비용(원)

400리터 13,000

10%(1995)

50%(1994)

70%(1993)

11,700

6,500

3,900

운송비를 포함한 폴리에틸렌 로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자당 길이 구입가격(원) 감가상각 교체비용(원)

18m 1,680

10%(1995)

50%(1994)

70%(1993)

1,512

840

504

새로운 그물을 제조업체로부터 피해지역 섬들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한 그물 당 10,000원으로 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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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으로 오염된 그물을 새 그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노무 인건비는 1일 2명이 8개의 그물을 

교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산정되었다(50,000원×2/8 = 그물 당 12,500원). 부자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노무 인건비는 1일 1명이 10개의 부자를 교체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견적되었다(50,000원

×1/10 = 부자 당 5,000원).

  중간쯤 기름에 오염된 시설물들의 경우 그 피해의 사정은 그물의 세척비와 부자 및 로프의 교체

비용을 근거로 하였다.

  오염된 그물의 세척에 필요한 세척 비용은 1일 2명이 2통의 그물을 철거하고 세척하여 재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정하였다.

노무인건비 2명 × 5,000원 100,000원

유처리제 1 × 18리터 캔 × 26,500원 26,500원

300리터 용기 1 × 18,000원 18,000원

유수처리 39,000원 39,000원

소모품등 14,500원 14,500원

합계 : 198,000원

부자와 로프의 교체 비용은 심하게 오염된 시설물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정되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그물과 부자들의 세척비용을 근거로 하여 사정되었고 다른 부분을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 그물의 세척비용은 중간쯤 오염된 시설물들에 있어서의 그물 세척비용과 같은 방

법으로 사정되었다.

  부자들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은 1일 1여성 노무자가 20개의 부자를 세척한다는 가정하에 사정

되었다.

노무 인건비 1 × 40,000원 40,000원

소모품 20,00원 20,000원

합계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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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오염 피해를 입은 7,550개의 가두리 중 2,063개는 넙치(광어)의 사육에 이용되고 있었고 나

머지 5,487개의 가두리는 조피볼락, 볼락 그리고 방어 사육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 두 그룹에 권고

된 방양밀도는 매우 다르다. 넙치(bastard halibut)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NFRDA)에서 1993

년 12월에 발간한 수산기술지 제 34권의 보고서 내용에는 방양밀도가 어류의 눈이 없는 쪽 몸체

의 총 표면 넓이와 가두리 바닥의 넓이의 비율이 1.5에서 2.0 사이일 때 양호한 성장률을 가져온

다고 되어있다. ITOPF는 1.5의 비율을 사용할 것을 제의하며 이것은 아래의 방양밀도에 해당한

다.

체장 cm 체면적 cm2 체중 g

방양밀도

방양미수/m2 방양중량(kg)/m2

5 6.43 1.5 2,332 3.50

10 26.18 10.0 573 5.73

15 59.49 60.0 252 15.13

20 106.52 85.0 141 11.97

25 167.35 140.0 90 12.55

30 242.08 320.0 62 19.83

35 330.75 460.0 45 20.86

40 433.43 800.0 35 27.69

1994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어류양식의 경제성분석(광어)에서 여수지역의 가두리 양식어

업인들은 1992년과 1993년에 이러한 밀도들을 초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적 

간행물이 위의 기술지 제34권에 공표되어 있는 밀도를 권장하면서 발간되고 있다. H검정주식회

사가 수행한 검정에 의하면 가두리들에 입식되어 있는 대부분 넙치의 체장은 25cm에서 35cm사

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12.55kg/㎡에서 20.86kg/㎡사이의 방양밀도가 관리비용과 사료대를 

산출하는데 적용되었다.

  다른 어종(조피볼락, 볼락 그리고 방어)의 경우 1995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기술지 39

권에서는 이런 어종들의 방양밀도를 입방미터당 7-10kg 전후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수조 

양식에서는 그 보다도 더 높은 방양밀도(입방미터당 20-40kg)가 보고된 적도 있기는 하다. 관리

비용과 사료대를 산출하기 위하여 입방미터당 8.5kg의 방양밀도가 적용되었다.

  경상북도에서 간행된 ‘국립수산진흥원의 자문에 의한 어업인들의 조피볼락의 중충침설식 해

상가두리 양식의 경제성 분석’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피볼락 양식의 경영모델이 사료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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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의 산출에 이용되었다.

항   목 수   량 단   위 단가 (원) 금액 (원)

조수익 16,800 Kg 12,500 210,000,000

양식어업 생산및 어업비 140,471,000

자가노동비 24 월 1,000,000 24,000,000

시설비 10,333,000

시설보수 및 유지비 24 월 50,000 1,200,000

치어대 30,000 미수 500 15,000,000

유류비 24 월 500 1,200,000

사료비 108,800 Kg 600 60,480,000

사료저장경비 6,700 팬 450 3,015,000

약품비 24 월 100,000 2,400,000

전기료 24 월 200,000 4,800,000

고용노임 24

30

월

명×일

700,000

41,423

16,800,000

1,243,000

비고

조수익 30,000미 × 80%(생잔률) × 700g × 12,500원

시설비 31,000,000원@감가상각 3년

사료비 30,000미 × 80%(생잔률) × 700g × 6(사료계수)

사료보관비 6,700팬(100,000kg/15kg) × 15원/일 × 30일(평균보관일수)

인건비 고정인부(월) + 선별 및 망갈이시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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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용에 근거하여 어류 16,800kg에 대한 kg당 일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양식어업 생산 및 어업비 140,471,000원

시설비 10,333,000원

치어대 15,000,000원

      115,138,000원/16,800kg/24개월/30일

      = 9.5원/kg/일 

위의 관리비용은 관련된 어종의 적절한 방양밀도를 사용하는 모든 가두리 양식들에 적용되었다.

사정하기 전에 넙치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방양밀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H사 검정인들은 그물의 

크기와 어류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관리비용들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관리비용 = 가두리 수 × 면적(평방미터) × 9.5원/일 × 방양밀도 × 120일

중충 어종의 경우에 있어서 표준용적방양밀도(standard volumetric stocking density)는 각 

가두리의 크기를 확인한 다음 적용하였다. 그리고 관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관리비용 = 가두리의 수 × 체적(m3) × 80% × 9.5원/일 × 8.5kg/입방미터 × 120일

각 어촌계별로 사정된 시설물의 피해와 관리비용들은 Table I-15 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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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15. 가두리 양식어업-어촌계별 사정액 집계

어촌계 시설피해 사정액(원) 관리비 사정액(원) 합     계(원)

군  내 27,930,000 175,639,545 203,569,545

송  도 141,770,680 507,252,098 649,022,778

신  복 28,302,396 55,982,664 84,285,060

월  호 163,319,872 719,540,959 882,860,831

자  봉 48,231,000 321,502,928 369,733,928

화  산 67,638,000 335,540,807 403,178,807

신  흥 48,006,000 315,469,555 363,475,555

여  석 6,288,000 47,721,175 54,009,175

월  항 79,432,112 445,989,113 522,421,225

제  도 36,606,000 297,118,588 333,724,588

낭  도 3,588,000 33,488,640 37,076,640

적  금 2,091,000 18,976,896 21,067,896

우  학 2,224,000 7,911,691 10,135,691

송  고 8,725,944 39,070,080 47,796,024

장  지 4,986,824 11,119,624 16,106,448

심  미 20,905,352 56,964,177 77,869,529

두  라 127,785,360 609,254,163 737,039,523

나  발 88,973,552 506,232,613 595,206,165

횡  간 68,290,952 274,161,708 342,206,165

서고지 111,304,644 315,479,733 426,784,377

화  태 398,856,352 1,596,029,431 1,994,885,783

안  도 56,575,964 145,650,385 202,226,349

연  도 6,451,020 25,631,415 32,082,435

합계 1,545,283,024 6,861,727,987 8,407,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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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넙치양식 손해산정 자료 

  최근의 넙치의 표본어가 소득분석(해양수산부, 2003)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양식

순기, 조사어가, 시황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16. 넙치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넙치
12~2월 제외
연중입식

‘01. 9~’03.05
(9~20개월)

하절기 제외
연중출하

완도, 제주,
통영, 포항

Table I-17. 지역별 넙치 조사어가 분포

청  별 합  계 목포청 마산청 제주청 포항청 여수청 부산청 울산청 동해청

어가 수 43 12 8 6 6 4 3 3 1

Table I-18. 규모별 넙치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881~1,452㎡

(500평 이하)

1,650

~2,733㎡

(900평 이하)

3,000

~3,600㎡

(1,200평 이하)

4,100

~4,900㎡

(1,500평 이하)

5,800

~6,600㎡

(1,500평 이상)

비 고

어가 수 43 15 10 9 6 2
축제식

1

2002년도 넙치의 판매가격은 1kg 당 8,000원에서 12,000원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7,000원에

서 12,000원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연중 가격동향은 어업인들이 이자비용을 충당해야하는 6월

과 12월에 대량 판매현상이 두드러져 연간 평균 판매가격보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

절기 피서철에 단기간 마리 당 1.5kg 이상 크기가 1kg 당 15,000원 내외로 연중 최고가격을 나타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차이의 두드러진 현상은 가구별로 판매 크기의 대·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리

당 1kg 내외 크기까지 성장시켜 판매하고 있어 10,000원 대로 평균이상 가격을 받고 있고 기타 지

역에서는 600～700g 크기로 판매되고 있어 평균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황은 전국적으로 2002년도에는 5호 태풍 라마손, 15호 루사로 인한 피해로 평균 생산량의 하락

을 주도하였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복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존하였던 어류가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부진, 질병발생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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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19. 넙치 육상양식 규모별 전년대비 판매소득 비교                                          (단위 : 천원)

년도
881~1,452㎡

(500평 이하)

1,650~2,733㎡

(900평 이하)

3,000~3,600㎡

(1,200평 이하)

4,100~4,900㎡

(1,500평 이하)

5,800~6,600㎡

(1,500평 이상)

2001 243,646 445,473 764,091 1,193,789 1,744,500

2002 263,131 381,161 515,079 924,445 1,103,374

전년대비 108.0% 85.6% 67.4% 77.4% 63.2%

전년도에 비해 소득 감소는 서남해안 지역은 비슷하였으나 그 밖의 전 지역은 태풍 영향과 태풍복

구비 미적용으로 30% 내외의 소득감소를 보였다. 규모별 소득 감소는 500평 이하에서는 전년에 

피해 규모가 상향조정되어 8% 상승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5～37%의 소득 감소를 나타내었다.

Table I-20. 규모별 자본용역,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kg당 원가                                   (단위 : 원/kg)

규  모
881~1,452㎡

(500평 이하)

1,650~2,733㎡

(900평 이하)

3,000~3,600㎡

(1,200평 이하)

4,100~4,900㎡

(1,500평 이하)

5,800~6,600㎡

(1,500평 이상)

경영비 9,566 9,677 10,475 9,291 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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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21. 넙치양식(육상수조식)의 규모별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881~1,452㎡

(500평 이하)

1,650~2,733㎡

(900평 이하)

3,000~3,600㎡

(1,200평 이하)

4,100~4,900㎡

(1,500평 이하)

5,800~6,600㎡

(1,500평 이상)

조

수

입

계 263,131 381,161 515,079 924,445 1,103,374

판매소득 263,131 381,161 515,079 924,445 1,103,374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수  선  비 5,378 9,429 13,176 15,729 14,500

종  묘  비 31,317 55,700 57,944 71,572 106,650

유  류  비 6,021 8,524 9,347 19,869 4,443

사  료  비 49,413 75,805 96,075 199,222 271,202

약  품  비 11,211 19,780 26,018 45,151 43,931

전 기 요 금 29,023 44,676 57,519 92,456 167,126

가  공  비 182 627

주·부식비 7,919 11,775 19,442 23,050 12,188

조세공과금 3,421 4,274 7,678 18,048 20,812

공제 및 

보험료
818 1,585 2,203 2,557 9,320

기 타 지 출 4,844 6,658 10,688 15,567 19,950

감가상각비 27,430 41,576 54,679 65,800 89,305

인  건  비 17,440 35,088 44,888 95,200 190,972

계 194,418 315,497 399,656 664,219 950,398

자 가 노 력 비 22,800 25,200 36,667 34,000 36,000

자 본 용 역 비 53,245 82,591 112,508 158,742 225,818

총          계 270,463 423,288 548,831 856,961 1,212,216

총소득(조수입-

경영비)
68,713 65,665 115,423 260,226 152,977

소득율(총소득÷

조수입)×100
26.0% 17.0% 22.0% 28.0% 14.0%

순소득(조수입-

생산비)
-7,332 -42,127 -33,752 67,484 -108,842

이익률(순소득÷

조수입)×100
-5.0% -12.0% -9.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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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22. 전남 완도 1,000평 규모의 넙치양식(육상수조식) 소득분석(2003)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판  매  소  득 540,000 90,000마리×600g = 54톤×11,000 = 540,000천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수  선  비 15,000 양수라인 및 수조보수 등

종  묘  비 33,000 110,000마리×300원 = 33,000천원

유  류  비 30,600 유류대 벙커C

사  료  비 100,000 생사료 90,000천원 + 배합사료 10,000천원

약  품  비 21,000 영양제, 항생제

전 기 요 금 60,000 전기요금 월 5,000천원×12개월 = 60,000천원

얼  음  대

주·부식비 24,000 2,000천원×12개월 = 24,000천원

조세공과금 5,400 판매수수료 1%

공제 및 보험료

기 타 지 출 3,500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감가상각비 45,965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인  건  비 36,000 1,000천원×3명×12개월 = 36,000천원

자 가 노 력 비 36,000 3,000천원×1명×12개월 = 36,000천원

자 본 용 역 비 92,309 총시설 및 경영비의 10%

총          계 502,774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65,535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31.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37,226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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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23. 1,000평 규모의 넙치양식(육상수조식) 시설비 및 감가상각비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천원)

내용

년수

감가

상각비
비  고

수조(사각) 10×10×1 조 28 1,500 42,000 20 2,100

보온덮게 - 평 1,000 70 70,000 10 7,000

아연파이프 600mm 본 50 1,000 50,000 10 5,000

아연파이프 400mm 본 10 80 8,000 10 800

PVC파이프 300mm 본 60 56 3,360 10 336

PVC파이프 250mm 본 60 35 2,100 10 210

PVC파이프 200mm 본 60 34 2,040 10 204

PVC파이프 100mm 본 20 18 360 10 36

PVC파이프 75mm 본 20 13 260 10 24

PE파이프 300mm 본 200 25 5,000 15 333

배수침전실 200*0.6 동 120 390 46,800 20 2,340

보일러실 8평 동 8 600 4,800 10 480

보일러(버너포함) 150만Kcal 대 1 70,000 70,000 10 7,000

사료저장고 30평 평 30 1,800 54,000 20 2,700

MP제조기 대형(고속) 대 1 21,000 21,000 10 2,100

전기시설

(유상변압기포함)
650Kw 동 1 38,000 38,000 20 1,900

발전기 600Kw 대 1 70,000 70,000 20 3,500

양수모터 125마력 대 1 18,000 18,000 5 3,600

양수모터 50마력 대 2 10,000 20,000 5 4,000

고압호스 100mm 환 1 100 100 5 20

관리사 23평 평 23 600 13,800 10 1,380 조립식

인건비 남·여 명 180 50 900 10 900

소  계 548,620 45,965

토지대 평 1,200 130 156,000 - -

총시설비 7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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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조피볼락양식의 손해산정 자료

  최근의 조피볼락 표본어가의 소득분석(해양수산부, 2003)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10월(30개

월)까지 양식순기, 조사어가, 가격동향, 작황 및 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24. 조피볼락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조피볼락 5~6월 ‘01. 5 ~ ‘03. 10 9월~11월
흑산도, 마산, 통영, 

거제, 여수

Table I-25. 지역별 조피볼락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목포 여수 마산 대산 포항 비    고

어가 수 25 5 5 12 2 1
 - 1어가 전업

 - 4어가 생산시기 미도래

Table I-26. 규모별 조피볼락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0.2ha 0.25ha 0.35ha 0.4ha 0.5ha 0.63ha 0.7ha 1.0ha 1.5ha 2.5ha 비고

어가 수 25 1 6 1 2 7 1 2 2 2 1

Table I-27. 조피볼락 전국 지역별 가격동향                                   (기준 : 2003. 10월 400g 가격)

지역별 목포 여수 마산 대산 포항

가격/400g(원) 6,000 5,000 5,000 4,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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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28. 조피볼락 연중 가격 동향                                                                   (기준 : 2003년)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격/kg(원) 4,000 5,000 6,000 6,000

Table I-29. 조피볼락 작황분석

지역별 작    황    분    석

목   표 3년이상 양식해야 300g이상 크기 생산시기 도래(저수온 영향)

여   수 18개월 이상 양식하면 400g이상 크기 생산

마   산 ″

대   산 24개월 이상 양식하면 400g이상 크기 생산

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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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0. 조피볼락(해상가두리)의 규모별 소득현황(2003)                                       (단위 : 천원)

항     목 0.2ha 0.25ha 0.4ha 0.5ha

조

수

입

계 127,500 98,166 133,000 211,300

판  매  소  득 127,500 98,166 133,000 211,30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14,000 166 8,600 1,850

수  선  비 2,500 2,783 8,000 3,480

종  묘  비 17,500 11,366 17,000 31,110

유  류  비 1,000 2,040 4,800 6,000

사  료  비 71,600 29,300 82,040 117,810

약  품  비 6,000 2,208 10,500 8,760

전 기 요 금 600 2,805 2,400

가  공  비 200

주·부식비 1,250 13,450 9,240

조세공과금 1,404 2,530 2,508

공제 및 보험료 200 2,500 360

기 타 지 출 1,000 533 4,180 2,260

감가상각비 4,800 13,745 25,201 29,312

인  건  비 25,500 1,500 45,000 26,000

계 143,900 67,095 226,606 241,290

자 가 노 력 비 24,000 20,400 37,250 28,800

자 본 용 역 비 16,490 20,000 22,660 24,129

총          계 184,,390 107,495 286,516 294,219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6,400 31,071 -93,606 -29,990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12.9% 31.6% -70.3% -14.1%

순소득(조수입-생산비) -56,890 -9,329 -153,516 -82,919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44.6% -9.5% -115.4%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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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0. 조피볼락(해상가두리)의 규모별 소득현황(2003)                                       (단위 : 천원)

항     목 0.63ha 0.7ha 1.0ha 1.5ha

조

수

입

계 195,000 219,060 642,500 625,250

판  매  소  득 195,000 219,060 642,500 625,25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1,000 11,750 5,000 7,000

수  선  비 12,100 1,210 10,000 3,750

종  묘  비 52,500 21,000 80,000 88,000

유  류  비 5,364 7,200 12,240 7,440

사  료  비 190,000 98,554 284,800 263,074

약  품  비 10,000 6,480 24,480 9,600

전 기 요 금 6,900 2,805 8,400

가  공  비 500

주·부식비 13,800 7,200 11,900 8,400

조세공과금 6,000 1,089 5,950 22,030

공제 및 보험료 1,000 1,000 1,150

기 타 지 출 2,300 500 1,500 6,000

감가상각비 25,572 18,185 40,722 39,454

인  건  비 6,000 14,000 101,000 129,000

계 332,536 187,168 581,897 593,298

자 가 노 력 비 69,000 18,000 34,000 42,000

자 본 용 역 비 57,442 22,000 58,189 59,329

총          계 458,978 227,168 674,086 694,627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37,536 31,892 60,603 31,952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70.5% 14.5% 9.4% 5.1%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63,978 -8,108 -31,586 -69,377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135.3% -3.7% -4.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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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1. 조피볼락 양식(해상가두리) 0.5ha의 소득현황                                 (시설기준 : 0.5ha)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211,300

판  매  소  득 211,300 42,260kg×5,000원 = 211,300천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1,850 부자, 로프, 기타 시설비 = 1,850천원

수  선  비 3,480

기관수리 1,000천원

어망교체 및 방오제 처리비 = 7조×248천원 

                          = 2,480천원

종  묘  비 31,110 조피볼락 183,000미×170원 = 31,110천원

유  류  비 6,000 월 5드럼(200l)×60,000원×20개월

사  료  비 117,810

생사료 : 400원×235,620kg = 94,248천원

배합(분말)사료 : 1,200원/kg

1,200원×19,635kg = 23,562천원

약  품  비 8,760
항생제, 영양제, 소화제

17개월×730천원 = 8,760천원

전 기 요 금 2,400 12개월×200천원 = 2,400천원

얼  음  대 200

주·부식비 9,240 12개월×770천원 = 9,240천원

조세공과금 2,508 12개월×209천원 = 2,508천원

공제 및 보험료 360

기 타 지 출 2,260

감가상각비 29,312 ※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인  건  비 26,000
상용 : 1,000천원×2명×12개월 = 24,000천원

일용 : 50천원×1명×40일 = 2,000천원

자 가 노 력 비 28,800 12개월×2,400,000원 = 28,800천원

자 본 용 역 비 24,192 경영비의 10%

총          계 294,219

총소득(조수입-경영비) -29,990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14.1%

순소득(조수입-생산비) -82,919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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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2. 조피볼락 양식(해상가두리)1.0ha의 소득현황                                  (시설기준 : 1.0ha)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642,500

판  매  소  득 642,500 128,5000kg×평균 5,000원 = 624,500천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5,000 부자, 로프, 기타 시설비 = 5,000천원

수  선  비 10,000
기관수리 2,000천원

어망교체 및 방오제 처리비 = 8,000천원

종  묘  비 80,000 조피볼락 400,000미×2000원 = 80,000천원

유  류  비 12,240 17개월×720천원 = 12,240천원

사  료  비 284,800

생사료 : 400원×571,000kg = 228,400천원

배합(분말)사료 : 1,200원/kg

1,200원×47,000kg(10%) = 56,400천원

약  품  비 24,480
항생제, 영양제, 소화제

17개월×1,440천원 = 24,480천원

전 기 요 금 2,805 17개월×165천원 = 2,805천원

얼  음  대 500

주·부식비 11,900 17개월×700천원 = 11,900천원

조세공과금 5,950 17개월×350천원 = 5,950천원

공제 및 보험료 1,000

기 타 지 출 1,500

감가상각비 40,722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인  건  비 101,000
상용 : 1,000천원×5명×17개월 = 85,000천원

일용 : 50천원×4명×80일 = 16,000천원

자 가 노 력 비 34,000 17개월×2,000,000원 = 34,000천원

자 본 용 역 비 58,189 경영비의 10%

총          계 674,086

총소득(조수입-경영비) 60,603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9.4%

순소득(조수입-생산비) -31,586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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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3. 조피볼락(해상가두리) 1.0ha(경남 통영시)의 소득현황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845,000

판  매  소  득 845,000 13,000kg×평균6,500원 = 845,000천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10,000

부자400~1,200l×40개×100천원 = 4,000천원

로프25mm×10마루×100천원 = 1,000천원

기타시설비 = 5,000천원

수  선  비 13,000
기관수리비 3,000천원

어망교체 및 방오제 처리비=10조×500천원×2회 = 10,000

종  묘  비 100,000 조피볼락 500,000미×200원 = 100,000천원

유  류  비 17,000 17개월×1,000천원 = 17,000천원

사  료  비 376,000

조피볼락생산량 130톤×사료계수 6 = 780톤

생사료 : 400원×700,000kg(90%) = 280,000천원

배합(분말)사료 : 1,200원/kg

1,200원×80,000kg(10%) = 96,000천원

약  품  비 34,000
항생제, 영향제, 소화제(사료비×0.1%)

17개월×2,000천원 = 34,000천원

전 기 요 금 2,040 17개월×120천원 = 2,040천원

얼  음  대 1,000

주·부식비 17,000 17개월×1,000천원 = 17,000천원

조세공과금 11,900 17개월×700천원 = 11,900천원

공제 및 보험료

기 타 지 출 2,000

감가상각비 148,100
상용 : 1,700천원×5명×17개월 = 144,500천원

일용 : 60천원×2명×30일 = 3,600천원

인  건  비 37,575

선박(엔진포함) : 관리선2대×30,000천원×1/25년=2,400천원

가두리 : 56,000천원×1/7년 = 8,000천원

사료제조기 : 20,000천원×1/5년 = 4,000천원

냉장고 : 17,000천원×1/5년 = 3,400천원

관리사 : 30,000천원×1/10년 = 3,000천원

작업대 : 20,000천원×1/10년 = 2,000천원 등

자 가 노 력 비 34,000 17개월×2,000,000원 = 34,000천원

자 본 용 역 비 7,523
【(총시설비 : 292,500천원)+(경영비 : 769,615천원)

×10% = 106,211천원×연5%×17개월 = 7,523천원

총          계 811,138

총소득(조수입-경영비) 75,385 845,000천원 - 769,615천원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8.92% (75,385천원 ÷ 845,000천원)×10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33,862 845,000천원 - 811,138천원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4.00% (33,862천원 ÷ 845,000천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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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4. 조피볼락(해상가두리) 1.0ha의 시설비 및 감가상각비                               (단위 : 천원)

항  목 규모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내용

연수

감가

상각비
비고

시

설

비

○시설비 99,500 18,275

  가두리시설 12×12m 조 14 4,000 56,000 7 8,000

  어장고정시설 돌닻 60kg 개 20 200 4,000 10 400

  어망 치어망(12×6m) 개 10 850 8,500 4 2,125

″ 중간망(12×6m) 개 10 850 8,500 4 2,125

″ 성어망(12×6m) 개 5 900 4,500 4 1,125

″ 기타망(12×6m) 개 20 900 18,000 4 4,500

○부대시설 193,000 19,300

  전기시설 40kw 식 1 6,000 6,000 - -

  사료냉동창고 15평 동 2 8,500 17,000 5 3,400

  사료자재창고 - 동 1 5,000 5,000 5 1,000

  사료제조기 - 개 1 20,000 20,000 5 4,000

  해상관리사 30평 개 1 30,000 30,000 10 3,000

  작업대 15평 개 2 10,000 20,000 10 2,000

  액산시설 - 1 15,000 15,000 10 1,500

  관리선 3톤 척 2 30,000 60,000 25 2,400

  차  량 - 대 1 20,000 20,000 10 2,000

총시설비 292,500 3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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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패류양식의 손해산정

1.3.1. 굴양식의 손해산정 자료

  굴 및 진주담치 수하식 양식은 어미줄에 굴 및 진주담치(홍합) 수하연을 달아 스티로폼 부자로 시

설물을 유지하면서 양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굴은 조간대에서 굴 채묘연을 가상식으로 매달아 단련하는 단련종패인 경우에는 기름오염 시 치

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에는 전량 폐기되는 경우 수하연당 현 시가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어류양식과 마찬가지로 굴, 진주담치의 직접적인 피해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

설물교체 등 인건비, 노무비 등의 경비는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취에 따른 생산시기 지연 및 이에 

따른 계절적인 가격하락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즉 굴의 가격은 9월부터 12월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하나 그 이후에는 가격이 낮아지므로 유류피해에 따른 굴 생산시기 지연은 합리적으

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시설비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보상청구 할 수 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12개월)까지 최근의 굴양식 표본어가의 소득분석(해양수산부, 

2003)에서 양식순기 조사어가, 시황, 작황, 소득현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35. 굴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굴 4~6월 ‘02. 6 ~ ‘03. 5 10월~익년5월
통영,고성,남해,

거제,여수,고흥

Table I-36. 굴 양식 지역별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통영 마산 거제 남해 여수 고흥 비  고

어가 수 16 3 2 3 3 3 2

Table I-37. 굴 양식 규모별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2ha 3ha 3.5ha 4ha 4.4ha 5ha 7ha 비고

어가 수 16 6 1 1 3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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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굴의 전국적인 가격추이는 경남 통영지역의 굴수하식 수협에서 위판되어 중매인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용의 경우 미국FDA에서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 양식어장 

위생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내의 냉동굴 수출중단과 일본에서의 국내산 생굴의 이질균 발생에 따

른 생굴 수출중단으로 예년의 절반정도 가격대를 형성하였다. 연중 가격형성은 국내(서울 등 중부

지역)에서의 김장철인 11월에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국내소비가 적은 

봄철(3월)부터 가격이 폭락 추세를 보였다.

  생굴(′03. 3.18일 수출재개)은 2,700톤(′02년산 5,390톤 대비 50% 감소)이 일본으로 수출되

었고 3월말 종료되었다. 대미 냉동굴(2003.10.25일 수출재개)은 4,500톤(′02년산 6,600톤 대비 

68%)으로 4월 중순경 생산종료 되었다.

Table I-38. 2003년산 월별가격 동향                                                                        (단위 : 천원)

구   분 ‘02.11 12월 ‘03. 1월 2월 3월 4월 5월

최고가격 8,400 4,500 4,400 4,000 4,200 3,600 5,800

최저가격 5,000 3,500 1,700 1,200 1,200 1,000 800

평   균 7,400 4,000 2,500 1,800 1,700 1,600 2,000

작황은 굴양식은 전남 및 경남의 지역이나 시설시기(단련산 및 전기산)에 따라 성장의 차이는 있으

나 보통 어장의 위치, 적정시설, 우량종묘(인공산종묘)의 선택 여부에 따라 성장 및 비만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전국평균 각장 4.3～6.5cm, 각고 5.9～12.8cm, 각부중량 35.2～85.6g, 

육중량 6.8～18.6g, 16.8～23.5%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 소득분석은 경남(통영, 거제, 마산, 남해)의 경우 대미, 대일 등 수출중단으로 인한 생굴

의 내수시장판매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어가별 순이익이 -563천원～-61,549천원의 마이너스

를 나타내었다. 전남(여수, 고흥)의 경우 또한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시장 판매로 어가별 순이익이 

-12,323천원에서 29,175천원으로 순이익 변동이 컸다.

  전년대비 2001년도 경남의 주 채묘장인 부산가덕도의 채묘작황 양호로 밀식시설에 따른 성장 및 

비만부진으로 채취시기가 지연되면서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대폭 가격 하락하

였고 3ha이하의 소규모의 어가는 ha당 어가순이익이 -5,000천원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3ha이상의 대규모 어가는 ha당 어가순이익이 -7,000천원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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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39. 굴 양식(연승수하식) 규모별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1ha 2ha 3ha 5ha 7ha

조

수

입

계 35,000 114,000 126,000 196,000 262,500

판  매  소  득 35,000 114,000 126,000 196,000 262,500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9,220

종  묘  비 4,500 30,000 16,800 25,000 35,000

유  류  비 2,160 3,000 4,800 3,600 4,800

전 기 요 금 1,200 1,200 1,200 2,400 2,400

주·부식비 1,200 1,200 3,600 2,400 3,600

조세공과금 1,225 3,990 6,860 9,188

기 타 지 출 2,400 2,400 6,000 4,800 6,000

감가상각비 12,464 14,830 9,122 24,396 32,069

인  건  비 12,500 39,000 30,000 88,000 120,250

자 가 노 력 비 9,000 18,000 36,000 23,400 18,000

자 본 용 역 비 674 943 16,472 1,553 2,018

총          계 47,323 114,563 133,214 182,409 233,325

총소득(조수입-경영비) -2,649 18,380 45,258 38,544 49,193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7.6% 16.1% 35.9% 19.7% 18.7%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2,323 -563 -7,214 13,591 29,175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23.3% -0.5% -5.7% 6.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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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40. 굴 양식(연승수하식) 규모별 평균 소득자료                                (시설기준 : 1ha/20줄)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35,000

판  매  소  득 35,000 5,000연×2.5kg×2,800원 = 35,000천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시설자재는 전년 자재 활용

종  묘  비 4,500 5,000연×900원 = 4,500천원

유  류  비 2,160 12월×180,000원 = 2,160천원

전 기 요 금 1,200 12월×100,000원 = 1,200천원

주·부식비 1,200 12월×100,000원 = 1,200천원

조세공과금 1,225 35,000천원×3.5% = 1,225천원

기 타 지 출 2,400 12월×200,000원 = 2,400천원

감가상각비 12,464 표준설계(안)감가상각비 적용

인  건  비 12,500 12,500kg×1,000원 = 12,500천원

자 가 노 력 비 9,000 6월×1,500,000원 = 9,000천원

자 본 용 역 비 674
(총시설비97,100)+(경영비37,649)×10%

= 13,475천원×연5% = 674천원

총          계 47,323

총소득(조수입-경영비) -2,649 35,000천원 - 37,649천원 = -2,649천원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7.6% -2,649천원 ÷ 35,000천원 × 10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2,323 35,000천원 - 47,323천원 = -12,323천원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23.3% -12,323천원 ÷ 35,000천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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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41. 굴 양식 시설비 및 감가상각비                                                                 (1.0ha 기준)

항  목
규모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천원)

내용

연수

감가

상각비

(천원)

비고

시

설

비

○양식시설비

 -로프

 (간승,종승, 닻줄)
20mm 마루 20 60,000 1,200 5 240

 -부자(62l) 62l 개 1,000 3,000 3,000 3 1,000

 -닻(목재) 12자 개 25 10,000 250 8 31

 -수하연 9합 연 5,000 120 600 1 600

 -부자결속사 9mm 마루 25 12,000 300 5 60

 -시설인건비 남 명 15 50,000 750 5 150

 소   계 6,085 6,100 2,081

○부대시설

 -박신장 25 평 1 12,000,000 12,000 8 1,500

 -작업대 12×8m 대 1 10,000,000 10,000 8 1,250

 -관리선 FRP2.5 톤 1 35,000,000 35,000 15 2,333

 -차량 승합차 12인 1 15,000,000 15,000 10 1,500

 -채취기 및 세척기 스텐 1 12,000,000 12,000 5 2,400

 -콤베아 스텐 1 3,500,000 3,500 5 700

 소  계 6 87,500 9,683

계 93,600 11,764

총시설비 93,600 11,764

※ 시설 자재비는 굴 연승수하식 1헥타 시설에 따른 자재비로 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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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복양식의 손해산정자료  

  패류 중 유일하게 가두리 양식시설에서 하고 있는 전복양식은 전복치패의 안정적 공급으로 최근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이 활발한 품종이다. 전복은 본래 연안 바위 틈새에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

에 암반 주위의 해조류 특히 갈조류 중 미역, 감태, 다시마를 먹이로 하여 3년 이상 자라야 소득

으로 할 수 있는 품종이다.

  최근들어 양식방법의 발달로 가두리에 부착판을 널어주고 3년 이상 1ha에서 60칸의 가두리 시

설(1칸 ; 2.2 × 2.2㎡)에서 양식하고 있다. 2003년 3월 전남지역에서 조사한 소득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I-42와 같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49 

부록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Table I-42. 전복양식 소득현황 (해양수산부, 2003)                                             (2003. 3월 기준)

항  목 수량 단위
단가

(원)

금액

(천원)
산출내역

kg당 

원가

(원)

비율

(%)

조

수

입

계 300,000

판매소득 6,000 kg 50,000 300,000
100천마리×70%생존×90g

= 6.0톤

생

산

비

경

영

비

소계 128,251 21,375 66

○ 재료비 51,700 8,617 27

 - 치패구입비 10만 마리 300 30,000 2cm 이상 종묘구입 5,000 15

 - 먹이시설비 50 줄 100,000 5,000
총사료량 150톤

자체생산 100톤(50대분량)
833 3

 - 먹이구입비 50 톤 250,000 12,500
생먹이 구입 50톤

kg당 250원기준
2,083 6

 - 약품 3 년 200,000 600 항생제, 박리용 마취제 등 100 0

 - 기타 36 월 100,000 3,600 선명용구, 잡비등 600 2

○ 인건비 15,000 2,500 8

 - 고정 3 년 - 자가노력 - 0

 - 일용 년 5,000,000 15,000 1년=5명×20일×5만원 2,500 8

○ 양식간접비 36 월 30,600 5,100 16

 - 연료비 36 월 100,000 3,600
월×10만원

(면세유, 션외기 이용)
600 2

 - 시설유지비 36 월 100,000 3,600 월 10만원 600 2

 - 주부식비 36 월 300,000 10,800 월 30만원 1,800 6

 - 제세공과금 36 월 100,000 3,600 월 10만원, 통신비 포함 600 2

 - 차량유지비 36 월 200,000 7,200 월 20만원, 보험료 포함 1,200 4

  -기타 36 월 50,000 1,800 월 5만원 300 1

○ 감가상각비 3 년 10,317,000 30,951 별첨 5,159 16

자가노력비 36 월 1,500,000 54,000 월 150만원(부부노동) 9,000 28

자본용역비 3 년 4,069,750 12,209 시설비81,395천원×년리5% 2,035 6

총계 194,460 32,410 100

총소득(조수익-경영비) 171,749

소득율(총소득÷조수익) 57%

순소득(조수익-생산비)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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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바지락양식의 손해산정 자료

  바지락, 새조개, 고막 등의 바닥살포식 패류양식은 자연산에 의한 자원 증강 외에도 치패 주 생산

지에서 치패를 구입, 마을어장 및 개인 면허어장에 살포 양식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바지락의 경우 유류오염 시에는 가장 피해를 크게 받고 채취금지 및 유취의 영향도 장기간 지속되

어 소비판매가 어려워 마을어업에서와 같이 국제기금에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고 있다.

 

  최근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12개월)까지 전국 30개 어가에서 양식순기, 조사어가, 시황, 

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43. 바지락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바지락
4~5월

9~10월
‘02. 5 ~ ‘03. 6

3월~6월

9월~11월

인천,여수,마산,

군산,목포,대산

분석기간

(1년)

Table I-44. 지역별 바지락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 평택 비  고

합  계 30 3 5 5 4 6 6 1

인천청에서 

평택청을 분리 

작성

개  인 16 1 4 1 3 6 1 -

어촌계 14 2 1 4 1 - 5 1

Table I-45. 규모별 바지락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2ha 3ha 4ha 5ha 7ha 8ha 10ha 20ha 30ha 145ha 154ha 비고

합  계 30 1 2 1 6 2 4 9 2 1 1 1

개  인 16 - 1 - 4 1 2 5 1 - - -

어촌계 14 1 1 1 2 1 2 4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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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가격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I-46. 전국 지역별 바지락 가격동향                                                       (기준 : 2003. 10월)

지역별 전국평균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 평택

평균단가

(kg,원)
2,040 2,050 2,350 2,600 1,750 1,500 2,150 1,900

가격동향

(kg,원)

1,000

~3,000

1,800

~2,300

2,200

~2,500

2,200

~3,000

1,500

~2,000

1,000

~2,000

1,300

~3,000
1,900

조사지구

(시,군,구)
-

옹진군

중  구

보성군

고흥군

남해,사천

통   영

고  산

고  창

영광,강진

무  안

홍성,서천

태안,서산
화성시

전국 바지락 가격동향은 1kg 당 1,000원～3,000원 범위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판매단가는 kg당 2,040원으로 분석 되었다. 지역별로 판매단가 차이가 

큰 원인은 간석지 어장에서 도수작업으로 생산된 바지락(일명 참바지락)은 품질이 우수하여 kg 

당 2,000원～3,000원에 고가 판매되고 있으나, 천해에서 행망 등으로 채취하는 바지락(일명 물바

지락)은 품질이 떨어져서 kg 당 1,000원～2,000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평균단가는 마산지역 바지락이 2,600원/kg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지역에서 생산된 바

지락이 1,500원/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국적인 연중 바지락 가격동향은 생산 활동이 활

발한 봄철(3～6월)과 가을철(9～11월)에는 kg당 1,000원～2,500원 선에서 가격이 중·저가로 형성

되고 있으며, 여름철(7～8월 산란기) 및 겨울철(12～2월 혹한기)에는 생산량 감소로 kg당 2,600원

～3,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남해안의 각종 간척사업 등으로 어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 및 지반변동 심

화 등으로 전국적인 바지락 작황상태는 점차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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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47. 지역별 바지락 생산량                                                                                (단위 : 톤)

지역별 2ha 3ha 4ha 5ha 7ha 8ha 10ha 20ha 30ha 145ha 154ha

인천 - - - - 18 - - - 9 - 722

여수 - - - 15 - - 44 - - - -

마산 - - 15 3 - 25 50 - - - -

군산 - 22 - 62 76 - 86 - - - -

목포 - - - 8 - 40 29 195 - - -

대산 9.5 14 - - - - 138 357 - - -

평택 - - - - - - - - - 378 -

지역별 생산추이는 어장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장환경 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어장면적 크기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음). 지역별로 단위면적(ha)당 종패 살포

량이 달라서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종패 발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이 조성

된 어장의 생산량이 환경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종패를 살포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어장의 생산

량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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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48. 바지락양식 규모별 소득현황(해양수산부, 2003)                                       (단위 : 천원)

항     목 2ha 3ha 4ha 5ha 7ha 8ha 10ha 20ha 30ha 145ha 154ha

조

수

입

계 27,186 20,615 37,500 44,475 147,225 60,375 124,712293,310 20,659 713,6641,516,725

판매소득 27,186 20,615 37,500 44,475 147,225 60,375 124,712293,310 20,659 713,6641,516,725

생

산

비

경

영

비

시설비 39 2,400 795 2,250 84 342 1,500 2,028

수선비 160 320 320

종묘비 7,350 7,750 11,250 17,024 42,090 13,013 27,427 40,200 48,000 105,104

유류비 1,200 77 308 462 1,840 132

사료비

약품비

전기요금 4,692

가공비

주부식비 80 210 935 830 3,000 1,680 6,000 2,988

조세

공과금
1,875 863 18 3,243 946 3,500

공제및

보험료
600 611 500 1,017 3,400

기타지출 100 50 2,580 6,940 3,730 4,990 2,500 20,114

감가

상각비
328 13 526 1,362 271 594 720 600

인건비 15,000 4,320 17,600 21,650 21,489 31,000 24,960 23,600

계 7,858 9,262 30,525 27,880 27,329 45,490 58,805 90,660 2,028 101,486 128,704

자가노력비 18,020 4,100 16,200 21,600 6,350 10,450 12,000 3,000 240,000 46,000

자본용역비 785 922 3,052 2,788 7,232 4,549 5,880 9,066 203 10,149 12,870

총 계 26,663 14,284 33,577 18,988 101,161 56,389 75,135 111,726 5,231 351,635 187,574

총소득

(조수입-경영비)
19,328 11,353 6,975 16,595 74,896 14,885 65,907 202,650 18,631 612,1781,388,021

소득율(총소득÷

조수입)×100
71% 55% 18.6% 37.3% 50.8% 24.7% 52.8% 69% 90.1% 86% 91.5%

순소득

(조수입-생산비)
522 6,331 3,923 25,487 46,064 3,986 49,577 181,584 15,428 362,0291,329,151

이익률(순소득÷

조수입)×100
2% 30.7% 10.5% 57.3% 31.2% 6.6% 39.8% 61.9% 74.6% 51%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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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49. 바지락양식 소득내역                                                                       (시설기준 : 5ha)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44,475

판  매  소  득 44,475 29,650kg×1,500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795
어장표식 : 295천원, 시설인건비 : 200천원,

용선, 운반비 : 300천원

수  선  비 160
시설물(항목,표시줄등)보수 : 재료비 : 60천원

인건비 : 100천원

종  묘  비 17,024 9,460kg×1,800원

유  류  비 77 어장관리선 유류비(면세유) : 200l×385원=77,000원

사  료  비

약  품  비

전 기 요 금

얼  음  대

주·부식비 935 종패살포, 채취시 주·부식비 : 127명×7,300원

조세공과금 863 면허세, 판매수수료등

공제 및 보험료 600 자동차(화물차)보험료 및 수협공제료 등

기 타 지 출 2,580 차량유지비, 여비 및 통신료등

감가상각비 526 어장표식시설 감가상각비

인  건  비 4,320
종패살포 : 25명(남)×50천원, 

채취 : 102명(여)×30천원

계 27,880

자 가 노 력 비 16,200 1,350,000원×12개월×1인

자 본 용 역 비 2,788 총시설비 및 경영비 27,880천원×10%

총          계 18,988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6,595 44,475천원 - 27,880천원 = 16,595천원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37.3% (16,595천원 ÷ 44,475천원)×100 = 37.3%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5,487 44,475천원 - 18,988천원 = 25,487천원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57.3% (25,487천원 ÷ 44,475천원)×100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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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각류양식의 손해산정

  갑각류는 서해안과 남해안 조간대에서 주로 양식하고 있으며 대상종은 주로 대하로 5～7월에 종

묘를 입식하여 11월에 출하하는 양식 순기를 가지고 있다. 이때 기름오염으로 연안이 오염되면 수

로를 통한 저수지내로 해수의 유입이 제한되어 저수지내의 수질 악화 및 폐사 발생 등 피해를 일

으킬 수 있다.

  2003년 5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최근의 대하양식에 관한 조사에 의한 양식순기, 조사어가, 시

황, 작황, 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50. 대하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대하 5~7월 ‘03. 5 ~ ‘03.11 9월~11월

 전남(신안,무안,영광,순천)

 전북(고창)

 충남(당진,서산,서천)

 경기(화성)

Table I-51. 지역별 대하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전남 전북 충남 경기 비    고

어가수 17 8 3 5 1

Table I-52. 규모별 대하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1ha 3ha 5ha 7ha 10ha 비고

어가수 17 3 5 5 1 3

전남지역(신안, 무안, 영광, 순천)의 시황은 폐사로 인한 조기출하 지역(신안)으로 10,000원/kg (

선어)이었으나 정상 판매 지역 (신안, 무안, 영광, 순천)에서는 15,000～18,500원/kg (활어)이었

다. 전북지역(고창)의 시황은 폐사로 인한 조기출하로 7,000원/kg (선어)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

되었다. 충남지역(서산, 당진, 서천)에서는 폐사로 인한 조기출하 지역 (서산, 서천)에서는 4,500

～5,500원/kg (선어)이었으나 정상 판매 지역 (당진)에서는 23,000원/kg (활어)의 높은 가격에 거

래되었다. 참조로 경기지역 (화성)에서는 양식초기 폐사(′03.7.5)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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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의 작황은 전남지역(목포, 신안, 무안, 영광)에서는 5월 상순～6월 초순에 종묘를 입식

(110미/평당)하여 6월 중순 일부양식장에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폐사되어 재 입식하였고 8월 중

순 이후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의 우려로 조기 출하하는 양식장이 증가하였다.

  전북지역(고창)에서는 입식 후 흰반점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양식초기 폐사(′03.7/8, 7/31) 

및 폐사에 따른 조기수확이 있었다.

  충남지역(서산, 당진, 서천)에서는 입식초기의 양식작황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입식 후 6월 하

순부터 일기불순 및 지속적인 강우현상으로 성장지연 및 개체당 성장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6

월 하순부터 간헐적으로 발생된 흰반점바리어스가 9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되어 선어로 조

기수확 지역이 많아졌다. 

  경기지역(화성)은 입식 후 양식초기 흰반점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전량 폐사 (′03.7/5)하였다.

Table I-53. 2003년도 전국 규모별 대하 평균 소득현황(해양수산부, 2003)                  (단위 : 천원)

규모별

(ha)
가구 수 조수입 생산비 총소득

소득율

(%)
순소득

이익률

(%)

계 17 195,247 134,212 50,241 42.3 61,035 26.4

1.0 3 39,667 28,689 19,768 49.8 10,978 27.7

3.0 5 160,000 110,275 71,974 45.0 49,725 31.1

5.0 5 116,400 114,851 27,679 23.8 1,549 1.3

7.0 1 378,000 217,949 20,683 53.4 160,051 42.3

10.0 3 282,167 199,295 111,102 39.4 82,872 29.4

2003년도 전국의 규모별 평균 조수입은 195,274천원으로 생산비를 제외한 순소득은 61,035천원

으로서 표준어가에 대한 어업의 이익률은 26.4%로 나타났다. 2003년도 전국의 규모별 평균소득 

중 7.0ha 규모의 어가가 질병 발생 없이 정상 판매로 인하여 조수입이 최고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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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54. 전국 지역별, 규모별 대하 평균소득 분석                                                 (단위 : 천원)

지역별
규모별

(ha)
가구 수 조 수 입 생 산 비 총 소 득 순 소 득 비  고

17

평  균 8 162,813 123,893 59,065 38,935

전  남

1.0 1 9,000 17,566 -2,060 -8,566

3.0 3 75,000 101,851 -10,430 -26,850

5.0 2 165,000 136,882 52,930 28,178

10.0 2 402,250 239,274 195,820 162,977

평  균 3 14,000 62,934 -37,607 -48,934

전  북

1.0 1 - 19,369 -13,517 -19,369

3.0 1 - 40,394 -31,267 -40,394

10.0 1 42,000 129,040 -68,036 -87,040

평  균 5 297,250 149,519 179,165 147,732

충  남

1.0 1 110,000 49,133 74,897 60,867

3.0 1 575,000 205,430 406,427 369,570

5.0 2 126,000 125,563 33,670 438

7.0 1 378,000 217,949 201,683 160,051

평  균 1 - 56,483 -41,803 -56,483

경  기 5.0 1 - 56,483 -41,803 -56,483

2003년도 전국의 지역별, 규모별 평균 순소득은 충남지역(당진, 서산, 서천)이 타 지역에 비해 흰

반점 바이러스감염 및 각종 질병 발생률이 저조하여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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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55. 규모별 대하양식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1.0ha

(3가구)

3.0ha

(5가구)

5.0ha

(5가구)

7.0ha

(1가구)

10.0ha

(3가구)

조

수

입

계 39,667 160,000 116,400 378,000 282,167

판  매  소  득 39,667 160,000 116,400 378,000 282,167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1,600 4,652 7,240 4,750 -

수  선  비 950 1,520 2,772 3,028 12,000

종  묘  비 1,783 6,500 6,600 14,400 15,000

유  류  비 64 856 650 848 753

사  료  비 4,876 33,712 33,184 90,870 74,617

약  품  비 850 7,280 4,862 4,740 10,533

전 기 요 금 1,998 4,406 4,180 18,211 6,367

가  공  비 100 160 100 - -

주·부식비 237 3,560 3,306 3,492 750

조세공과금 100 1,820 402 - 517

공제 및 보험료 - 910 528 - 1,500

기 타 지 출 2,372 7,288 2,366 1,467 3,833

감가상각비 3,939 10,642 12,571 20,511 33,395

인  건  비 1,075 4,720 9,960 14,000 11,800

계 19,899 88,026 88,721 176,317 171,065

자 가 노 력 비 6,800 13,360 17,300 24,000 10,800

자 본 용 역 비 1,900 8,889 8,830 17,632 17,430

총          계 28,689 110,275 114,851 217,949 199,295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9,768 71,974 27,679 20,683 111,102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49.8% 45.0% 23.8% 53.4% 39.4%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0,978 49,725 1,549 160,051 82,872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27.7% 31.1% 1.3% 42.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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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56. 전라북도(고창군) 대하양식(축제식) 1.0ha 소득내역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0 7월 8일 질병으로 전량 폐사

판  매  소  득 0

생

산

비

경

영

비

수  선  비 1,300 호지정리 및 보수공사 등

종  묘  비 1,350 270천미×5원

유  류  비 405 15포(포당 2kg)×27,000원

사  료  비 52 40l× 1,300원(휘발유)

전 기 요 금 535 전기료

주·부식비 70 70일×10,000원(매식비)

조세공과금 300 어장면허세 및 기타 공과금

기 타 지 출 1,300 차량 유지비 등

감가상각비 6,955 ※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약  품  비 1,000 약품비 및 영양보조제

인  건  비 250 일용인부 50,000원×5명

소      계 13,517

자 가 노 력 비 4,500 1,500천원×3개월

자 본 용 역 비 1,352 13,517천원×10%

총          계 19,369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3,517 0-13,517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9,369 0-19,369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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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57. 대하양식(1.0ha) 시설비 및 감가상각비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내용연수

감가

상각비

(천원)

호지시설 100×100m 평 3,000 15,000 45,000 20 2,250

수문시설 - 개 5 1,800,000 9,000 10 900

수차 대 6 500,000 3,000 5 600

수중모터 5HP 대 2 500,000 1,000 5 200

해수펌프 1HP 대 3 120,000 360 5 72

전기시설 30㎾ 개소 1 9,000,000 9,000 10 900

방수전선 - m 500 1,500 750 5 150

관리선 0.5톤 척 1 3,500,000 3,500 10 350

호스 75mm m 20 2,000 400 3 133

관리사 10평 개소 1 10,000,000 10,000 10 1,000

창고

(콘테이너)
5평 개소 1 4,000,000 4,000 10 400

계 86,010 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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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멍게양식의 손해산정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어미줄에 어린 멍게를 줄에 감아 수하연으로 양식하

고 있는 멍게는 양식기간이 다른 양식종에 비해 2～3년으로 장기간 양식하고 있으며 연중 출하하

나 여름과 가을에 주로 출하하고 있다. 멍게 양식장에서는 기름 오염 시 주로 표층의 부자의 시설

물 오염과 유취 등에 따른 생산시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3

년 9월(23개월)까지 최근 멍게(우렁쉥이) 양식의 순기, 조사어가, 시황, 작황, 소득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들과 같다.

Table I-58. 멍게(우렁쉥이) 양식 순기

품   종 종묘입식시기 양식기간 출하시기 주 생산지 비   고

우렁쉥이 9~12월 2~3년 년중 경남, 경북

Table I-59. 지역별 멍게 조사어가 분포

지역별 합  계 통영 남해 거제 포항 영덕 울산 비고

어가별 12 3 3 3 1 1 1

Table I-60. 규모별 멍게 조사어가 분포

규모별 합계 1ha 1.5ha 2ha 3ha 7ha 비  고

어가별 12 5 1 3 2 1

전국적인 가격추이는 경남권역과 경북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 생산시기에 따른 가격 차

이 외에는 변동요인이 거의 없으며 성수기인 5～7월경 가격동향은 1,200원(하품)에서부터 3,000

원(상품)까지 거래되었으나 평균 kg당 1,800원 수준이었다.

  작황은 경남, 경북 공히 별다른 폐사현상 없이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어장에서 태

풍 “매미”에 의한 시설물 쏠림현상으로 탈락되거나 유실된 수하연이 있으나 대부분 예년과 비슷

한 작황을 보였다. 성체의 체고는 8.0～13.0cm, 체폭 5.0～11cm, 중량 90～130g, 수율 30～50% 

수준으로 가이식된 종묘와 양성 1년차인 멍게는 통영의 일부해역(산양, 한산)에서 하계 고수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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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다소 폐사가 있었으나 10월 이후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전국지역별 소득분석은 ha당 4～5천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어장의 규모, 어장의 위치, 

종묘의 선택 등에 따라 풍흉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예년보다 출하가격의 상승으로 멍게양식 어업

인의 소득은 높아진 경향이 있다(2002년 800원에서 2003년 2,000원). 

  그러나 대부분의 어장이 장기 연작에 의한 어장생산성저하로 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가을철 출하예상어장의 태풍피해로 하반기 채취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에 따른 풍흉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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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1. 규모별 멍게 소득현황(해양수산부, 2003)                                                (단위 : 천원)

항     목 1ha 2ha 3ha 7ha

조

수

입

계 124,960 245,625 402,600 599,808

판매소득 124,960 245,625 402,600 599,808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 - - -

수  선  비 4,674 3,731 - -

종  묘  비 48,000 60,000 93,750 210,000

유  류  비 3,204 2,405 3,600 4,800

전 기 요 금 1,850 1,078 - 2,400

주·부식비 1,832 3,722 2,400 3,600

조세공과금 2,025 2,726 19,085 12,789

기 타 지 출 3,925 4,500 5,000 6,000

감가상각비 6,182 6,906 19,520 32,070

인  건  비 21,996 29,600 51,300 170,000

자가노력비 27,550 33,600 21,750 25,500

자본용역비 11,323 21,563 11,759 2,304

총    계 127,887 166,143 270,414 469,463

총소득(조수입-경영비) 35,940 134,645 165,695 157,149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28.7% 54.8% 41.1% 26.4%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931 79,482 132,186 130,345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2.3% 32.2% 32.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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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2. 멍게(연승수하식) 규모별 평균소득(전국)                                    (시설기준 : 1ha/20대)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124,960

판매소득 124,960 2,840원×40kg×1,100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

수  선  비 -

종  묘  비 48,000 16,000틀×30,000원 = 48,000천원

유  류  비 3,204 267,000원×12월 = 3,204천원

전 기 요 금 1,850 년간

주·부식비 1,832 -

조세공과금 2,025 조합비, 공제료등

기 타 지 출 3,925

감가상각비 6,182

인  건  비 21,996

자가노력비 27,550

자본용역비 11,323

총    계 127,887

총소득(조수입-경영비) 35,940 124,960 - 89,022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28.7% (89,022 ÷ 124,960) × 10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2,931 124,960 - 127,887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2.3% (-2,931 ÷ 124,96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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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3. 멍게(연승수하식) 규모별 평균소득(전국)                                    (시설기준 : 3ha/20대)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402,600

판매소득 402,600 366,000kg × 1,100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

수  선  비 -

종  묘  비 93,750 3,125틀 × 30,000원 

유  류  비 3,600

전 기 요 금 -

주·부식비 2,400

조세공과금 19,085

기 타 지 출 5,000

감가상각비 19,520

인  건  비 51,300

자가노력비 21,750

자본용역비 11,759

총    계 270,414

총소득(조수입-경영비) 165,695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41.1%

순소득(조수입-생산비) 132,186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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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4. 경상북도 포항시 멍게 단위어가별 소득(2.0ha)

항     목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조

수

입

계 356,250

판  매  소  득 356,250 멍게 142,500kg×2,500원

생

산

비

경

영

비

시  설  비 -

수  선  비 251 양수기 등 수리

종  묘  비 60,000 종묘비 2,000틀×30,000원

유  류  비 4,956

선박용 유류 및 채취기(양수기)유류(경유) :

59,000원×48드럼

선박용 및 양수기 오일교환

사  료  비 -

약  품  비 -

전 기 요 금 1,078

얼  음  대 -

주·부식비 5,118 간식대 및 부식비

조세공과금 1,491 면허세, 전화세등

공제 및 보험료 162 선박공제

기 타 지 출 2,144 소모품비, 사무비, 차량유지비, 운송비, 통신비등

감가상각비 6,909 표준설계(안)

인  건  비 29,600

계 111,709

자 가 노 력 비 54,000 본인 3,000,000원×18월

자 본 용 역 비 21,563 어장시설비 10% + 어업경영비 10%

총          계 187,727

총소득 244,541 조수익 - 경영비

소득율 68% (총소득÷조수입)×100

순소득 168,978 (조수입-생산비)

이익률 47% (순소득÷조수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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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5. 경상북도 포항시 멍게 2.0ha 시설비 및 감가상각비

항   목
규모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내용

연수

감    가

상각비(원)

비

고

시

설

비

자재

 - 닻 5,000kg 개 54 300,000 16,200,000 30 540,000

 - 닻시설 보조목 4m 개 36 5,000 180,000

로프

 - 사 각 줄 Ø36mm 환 7 110,000 770,000 3 256,667

 - 닻    줄 Ø32mm ″ 4 88,000 352,000 3 117,333

 - 친승줄(수하연) Ø30mm ″ 30 40,000 1,200,000 3 400,000

 - 허 릿 줄 Ø24mm ″ 12 70,000 840,000 3 280,000

 - 연 승 줄 Ø30mm ″ 12 45,000 540,000 3 180,000

 - 부 자 줄 Ø12mm ″ 30 40,000 1,200,000 2 600,000

 - 수하연묶음줄 Ø12mm ″ 2 15,000 30,000 2 15,000

 - 스테랑사 Ø6mm ″ 2 32,000 64,000 1 0

 - 단    사 Ø1mm ″ 5 5,000 25,000 1

부자

 - 스티로폼부자 200l 개 4 30,000 120,000 2 60,000

 - 소    형 70l ″ 600 3,000 1,800,000 2 900,000

종묘 90m 틀 1,200 30,000 36,000,000

침자 3kg ″ 1,200 1,000 1,200,000 2 600,000

인부임

 - 어장시설(육상) 남 명 20 50,000 1,000,000

 - 어장시설(해상) 남 명 8 50,000 400,000

 - 종묘연입 여 명 6 50,000 300,000

여 명 40 30,000 1,200,000

임차료

 - 어장시설(2척×2일) 3-4톤 척 3 200,000 600,000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

 - 관리선 FRP 톤 4.99 30,000,000 30,000,000 15 2,000,000

 - 자재창고 콘크리트 평 10 400,000 4,000,000 20 200,000

기타 장비 및 시설등

 - 종묘연입기 2대1조 대 2 100,000 200,000 5 40,000

 - 인양, 박리, 상차용 유압기계 식 1 3,000,000 3,000,000 5 600,000

 - 양  수  기 3마력 대 1 400,000 400,000 5 800,000

 - 콘테이너상자(가구) 60kg 개 300 10,000 3,000,000 1

 - 작업용 저울 120kg 개 1 200,000 200,000 5 40,000

합    계 103,921,000 6,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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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어업 (정치망 어업, 구획어업)의 손해산정

  어선이나 어망이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인이 입은 소득 상실과 어구시설 등의 오염피해가 일

반적인 어선어업 손해로 분류된다. 또한 어항의 오염으로 인하여 방제작업 기간동안 출어를 하지 

못한 어선 소유자나 통상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바다가 오염되어 어로작업을 하지 못한 어업인

의 소득상실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어로작업은 계속적, 반복적

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만일 다른 어장으로 출어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어를 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소득상실은 합리적 근인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닌 것으로 보며, 대체어장으로의 출어를 위하여 추

가로 지출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

  기름에 의하여 어선이나 어구가 오염되는 것과 같이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대물손해가 발생하여 

기름에 오염된 물건을 청소하거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배상 또는 보상될 수 있다. 청소

하거나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해당물품의 가액을 배상하거나 보상

한다. 실제로는 대체품 구입비용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국제기금의 관

행이다.

2.1. 어선어업 피해보상 청구서 작성 시 일반적인 준비자료

먼저, 어업피해보상 청구서를 예시하면 Table I-66와 같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69 

부록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Table I-66. 어선어업 피해보상 청구서

어업자 (청구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어  선

현  황

어선명 어선번호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명칭 선적항

선체

선체

건조일자 허가톤수 재질

기관 취득일 마력

어    선

소유현황

소유자 최초등록일 전소유자명 이전 등록일 현소유자의 어업 경력 

사용 어구

종류 규격 수량 취득 가격 비고 

어법현황 (설명)

조업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조업 구역 

어획물의 종류 

어획량 (kg)

1일 조업시간 승선자수       명 

어업피해보상 청구서에는 시,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용어구의 명칭과 수량, 어

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선주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용어구, 조업일수, 월별 어획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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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업생산량 

어업인 진술 자료 또는 행정기관에 보고된 생산실적 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국제기

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업생산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세

무서 소득신고자료, 수협위판자료, 수지결산자료 등을 항상 비치하여 둘 필요가 있다.

어업인들이 어업생산량과 어업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기   간 발급처

세무서 소득신고자료 3년간 관할세무서

수협위판 실적 3년간 관할해당 수협

사매매 실적 자료 (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
3년간 거래처 및 개인

연간결산 자료 3년간 개인

유류 구입 내역 3(1)년간 관할수협

얼음, 어상자 구입 내역 3(1)년간 관할수협

개인별 어로장비 구입 내역 3(1)년간 선구점을 직영하는 수협

선원 및 어선 공제료 3(1)년간 관할수협(도지회포함), 보험사

영어자금 및 신조자금 대출 내역 3(1)년간 관할수협

고용계약서 - 개인

면허, 허가, 신고증, 어선원부, 선적증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행정기관(수산과등)

어선 및 어장거래매매자료 - 해당 어업자

입출항자료 (선원명부포함) 3년간 관할어업통제소

시설물 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당시 기준 시설물에 대한 

구입가격, 시설물의 종류 등
개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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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선어업의 어업경비

어업비용은 출어비와 임금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

(1) 출어비

항    목 분    류    기    준

어구비
① 어구의 신규구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어구소모품 구입비

② 조립 및 수리관리비

연료비
①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②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

용기대

① 목상자, 지상자, 바구니 등 어획물의 선내저장, 관리 및 판매를 위한 용기 

   구입비

② 용기제작 및 수리관리비

저장대
① 얼음, 소금 구입대금

② 냉동 및 냉장료

소모품비

①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 소모품

②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③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 구입비

④ 미끼대(연승, 통발)

주부식비

① 쌀

② 쇠고기, 김치, 야채, 조미료

③ 식수

후 생 비

① 선윈 주대

② 치료비 및 약품대

③ 연초대

수 리 비

①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② 선체 수선 인부임

③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수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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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및 일반관리비

항    목 분    류    기    준

선원임금

① 고정급

② 짓가림액

③ 상여금

④ 퇴직금

⑤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⑥ 육상노무자 임금 포함

사무비

① 사무용 소모품비

② 사무원 급료

③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④ 통신비

⑤ 교통비

⑥ 기타 사무용 경비

공제 및 보험료
① 어선공제 및 보험료

② 선원공제 및 보험료

판매비  판매수수료 및 육상운반비 등

조세공과금
①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② 어선 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관리비

① 용선, 차선료, 검사료(선박, 생산물), 선원훈련비 등 비정기지출

② 출어 제비용

③ 상기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잡지출

감가상각비
 어선, 육상시설 등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단, 어구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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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선어업 경비 산출 방법에 대한 예시 

비용 항목 산출 근거

I. 고정비

1. 감가상각비

선체(목선) 톤당 건조가격 4,200,000원/톤 x 톤수 x 0.95 ÷ 15(내구년수)

기관
기관 1마력당 제조 및 설치 가격 150,000/hp x 기관마력수 x 0.95 

÷ 12(내구년수)

어업장비 구입가격 x 0.9 ÷ 15(내구년수)   

어구 어구별 단위당 공급원가 x 어업방법별 톤급별 기준어구량 x 0.9÷3

2. 유지 보수비

선체 4,200,000원/톤 x 톤수 x 0.03

기관 150,000/hp x 기관마력 x 0.03

어구
어구별 단위당 공급원가 x 어업방법별 톤급별 기준어구량

(어구의 허가 통수 및 실제조업 가능량 고려) x 0.03(시설유지보수비계수)

3. 보험료 90,000원/인 · 날 x 선원수

4. 소모품비 우비장화 : 1족/인 x 선원수 x 조업일수 ÷ 50일 x 12,000원/족

우    의 : 1벌/인 x 선원수 x 조업일수 ÷ 50일 x 8,000원/벌

장    갑 : 1켤레/인 x 선원수 x 조업일수 ÷ 2일 x 200원/켤레

고무다라이: 2개 x 6,000원/개

고무물통 : 2개 x 18,500원/개

노란상자 : (5개 + 톤급)/년 x 5,000/개

고무삽 : 2개/년 x 2,700원/개

그물망 : 1개/톤 x 톤급 x 조업일수 x 700원/개

기  타 : 상기소모품비의 10%

II. 변동비

1. 연료비

연안어업 0.18l/hp x 1.2(윤활율비) x 6시간/일 x 150원/l x 조업일수 x 톤급별 평균마력수

건각망어업 0.18l/hp x 1.2 x 3hr/일 x 600원/l x 조업일수 x 평균마력수

2. 인건비

자가노임 25,000원/일, 인 x 자가인원수 x 연간총 표준조업일수

고용노임 35,000원/일, 인 x 고용인원수 x 연간총 표준조업일수

3. 미끼대 

통발 0.1상자/틀 x 12,000원/kg x 톤급별 기준어구량 x 조업일수

연승 0.5kg/바퀴 x 5,000원/kg x 톤급별 기준어구량 x 조업일수

채낚기 0.5kg/견지 x 5,000원/kg x 톤급별 기준어구량 x 조업일수

4. 식대 2,185원/일,인 x 선원수 x 연간 총 표준조업일수

5. 판매수수료 총생산액 x 0.04

6. 판매운반비 총생산액 x 0.03

7. 제잡비 총생산액 x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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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어업경비율 

  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어업피해보상액 산출방법

과 제도개선 방안」 (제110-113쪽)에 열거된 연안유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과 연안연승(연안채

낚기)어업의 어업경비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자료는 서해안 LNG기지(A), 평택항 건설(B), 수도권 신공항건설(C), 시화지구(D), 고정항로 

관련 어선어업 피해자료 분석(E) 및 고정항로관련 손해배상액 보고서(F)에서 조사된 톤급 어업경

비율이다. 

Table I-67. 연안유자망어업의 어업경비율                                                                      (단위: %)

사례 1톤 미만 1톤 2톤 3톤 4톤 5톤 6톤 7톤 8톤 이상

A 45.2 49.9 53.9 55.0 57.6 60.6 60.7 63.0 63.8

B 40.2 53.2 53.2 55.6 55.6 56.6 56.6 56.6 56.6

C 45.9 48.8 48.8 55.3 51.7 53.2 54.6 56.1 57.5

D 48.5 50.2 53.7 55.0 57.6 60.0 63.2 63.6 63.8

E 43.8 50.2 51.2 53.6 55.0 56.8 57.3 58.6 59.3

F 36.9 36.9 36.9 39.45 39.45 42.36 42.36 42.36 42.36

평균 43.41 48.10 48.61 52.32 52.82 54.92 55.79 56.71 57.22

Table I-68. 연안통발어업의 어업경비율                                                                         (단위: %)

사례 1톤 미만 1톤 2톤 3톤 4톤 5톤 6톤 7톤

A 54.6 54.6 55.0 57.1 57.1 60.6 63.5 63.5

B 60.4 66.2 66.2 67.7 67.7 68.0 68.8 68.8

C 59.9 60.1 61.3 62.6 63.9 65.1 66.4 67.6

D 54.6 55.0 57.1 57.1 60.6 63.5 66.8 66.8

E 58.3 60.3 60.8 62.5 62.9 64.6 66.2 66.6

F 35.08 35.08 35.08 40.97 40.97 44.67 44.67 44.67

평균 53.81 55.21 55.91 57.99 58.86 61.07 62.72 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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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69. 연안연승(연안채낚기)어업의 어업경비율                                                       (단위: %)

사례 1톤 미만 1톤-2톤 2톤-3톤 3톤-5톤 5톤 이상

A 49.8 51.8 52.9 56.8 56.8

B 57.6 57.6 60.1 60.1 60.8

C 43.2 44.8 46.4 48.0 49.6

D - 51.8 56.8 56.8 -

E 50.2 51.4 53.1 55.0 55.7

F 37.46 37.46 37.46 43.51 46.17

평균 47.65 49.14 51.12 53.36 53.81

2.5. 어선어업에 대한 휴업손해(어선조업손실) 청구방법

  어선어업의 ‘휴업보상금’은 기름오염사고로 인해 일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선주가 입

는 손실을 말한다.

 어선어업의 조업손실금액 =  어선휴업기간 고정비 + 어로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동비를 공제한 휴업기간중의 순소득 상실금액

여기에서, 

     ⅰ)휴업기간중의 고정비 = 고정적 경비 x 휴업기간

     ⅱ)휴업기간중의 소득상실금액 = (평년어획금액 - 어업경비) x 휴업기간

     ⅲ)'어업경비'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고정비(Fixed cost)와 어로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동비(Variable cost) 즉 조업인건비 유류, 윤활유, 조업소모품으로 구분된다.

     ⅳ)고정경비 = 선체, 기관, 어로장비와 어구 등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 조세공과금                     

+ 차입자본이자 + 조합경비 + 경상유지 수선비 + 고용노동비

     ⅴ)'휴업기간'은 통상 유류오염사고와는 무관한 휴업일을 제외한 조업불가 휴업일수를 말하며, 

기상이 나빠 출어할 수 없는 날, 조석에 따라 출어하지 않는 날, 기타 오염사고와 관계없이 통상적

으로 조업하지 않는 날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

     ⅵ)어선 또는 어항이 기름오염 되었을 시 어선 또는 어항의 청소작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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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사명칭 어  선  명

작업착수일자      년   월   일 완 료 일 자      년   월   일

착 수 인 원              명 참 여 인 원               명

2.6. 어선, 어구 오염 손해

  (1)  어선의 오염 손해청구

  어선이 어항 또는 간석지에 정박하고 있을 경우나 유류오염 된 수역을 항해할 때 어선의 선체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어선의 오염된 선체를 청소하는데 발생한 비용인 세척 노무비, 소

모된 기자재 가액 및 상가비 등이 우선 청구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어선명: 선주:

항목 수량 단가 청구  금액 청구일자

위와 같이 어선의 선체 오염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명이 보이는 오염된 선체 

사진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특히, 상가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창에 기름이 침입하여 상가

가 불가피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사진 등 오염상태를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충실히 제

출되어야 한다.

  (2) 어선의 어구 또는 시설물이 폐기되어야 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

도록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할 뿐 아니라 사진, 비디오 촬영 등 가시적인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한다. 특히 선주 측 검정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오염된 폐기물은 현장 또는 육지에 보

존하여 두어야만 당사자간에 예상되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구류의 규모, 구조, 취득가격, 취득일, 내용 연수 및 예비어구의 유무 등의 자료를 첨

부하여 취득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폐기처분할 정도로 어구나, 시설물들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어구에 대하여 신품 교체비용을 

무조건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어구시설물의 잔존가액만을 손해액으로 보상된다. 

그러므로 사고 이전까지 사용하였던 기간에 해당되는 가액은 자연히 감가상각 된다.

 

  따라서 보상되는 손해액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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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 취득가액 x  (잔존 내용 년수 / 총 내용 년수)

 (단, 1년 미만의 소모품비 성격의 시설물은 손해액 계산에서 제외됨.)

 

  (3) 어선의 어구 또는 시설물이 경미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어구 상단에 부착한 뜸 청소작업만

으로 어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오염손해액은 해당어구의 청소비가 된다.

  청소에 관한 인건비, 기자재와 기타 비용을 청구할 경우로 반드시 오염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비

디오와 사진을 촬영하여 두었다가 제출하여야 한다.

2.7. 어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자, 어구나 포장용기 제조업자 등의 소득감소

  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류의 공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어류 중개인이나 어

구나 어류 포장용기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어구나 어류포장용기 제조업자의 보상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어패류의 공급 감소로 인하여 어패류 운송업자가 입은 손실은 오염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았다. 이는 운송업의 경우 손쉽게 다른 화물을 운송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인 운송수요가 감소한 때문이고 오염

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은 오염과 합리적 근인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업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입은 순수한 경제적 손실의 보상여부에 관한 국제기금

의 입장은 종사자가 대체수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주로 좌우되고 있다.

2.8. 어선어업 손해산정에 대한 사례

  씨 프린스호 사고 시 배상·보상 주체인 P&I Club 및 국제기금에 보고된 ITOPF 조사보고서 내

용을 참고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안 어선어업은 1톤 미만에서부터 7톤 이상까지 범위의 여러 크기의 어선들이 연안통발, 유자

망, 연승 및 채낚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어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주 어종으로는 꽃게, 장어, 

낙지, 문어, 그리고 볼락 등을 포함한다. 비록 기름의 유출이 어류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는 않겠지만, 어업인들은 그들이 조업하는 어장근처에 기름 유막이 있는 동안에는 조업을 중

단할 수밖에 없고 그물 등 시설어구의 손해도 일어날 수 있다.

  참고로 씨 프린스 유류오염에 의한 여수지역의 어선 어업 피해에 대한 청구 내용은 331척의 어

선들을 운영하는 총 11개 어촌계에서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와 또한 오염된 어선들의 선체 세

척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였다. 세척비와 수입 손실액에 대한 총 청구액은 3,952,760,000원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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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I-70 참조).

Table I-70. 씨 프린스호 - 어선어업 손해청구 및 어업인 지정검정인의 사정액

어 촌 계 어선 수 청구금액 K검정 사정액(원)

장  지 12 131,860,000 49,453,193

안  도 40 476,002,000 190,870,800

연  도 67 654,900,000 383,424,061

역  포 52 1,592,541,000 224,232,576

신  흥 25 15,800,000 59,251,112

서고지 42 49,050,000 187,417,456

대소여 36 450,000,000 181,015,096

심  미 15 145,037,000 43,022,192

직원포 12 120,228,000 36,051,972

우  학 12 140,702,000 32,290,376

두  라 18 176,645,000 45,900,780

합  계 331 3,952,765,000 1,432,929,614

어업인 지정 검정인은 어선의 크기와 방제작업 기간에 관련지어 조업손실액을 사정하였다. 그러나 

어업인들과의 면담을 근거로 하여, 방제 작업이 종결된 이후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어획고가 감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이유로 어업인 지정 검정인은 조업중단 기간을 방제 기간 이후 18일 간

에서 33일 간씩 연장시켰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어획고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확인시킬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떻게 하여 이런 추가 손실을 산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그들의 보고서상에 언급하지 않았다.

  어업인 지정 검정인은 연안 통발 조업에 종사하는 2톤급의 어선에 대한 일일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어업경영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그 수치에서 30%를 증가시켜 3톤 이상의 어선에 대

한 일일 수익성을 산정하였고, 또한 1톤 미만의 어선에는 30%를 감소시켰다.

  어업인 지정 검정인은 소요된 인원 및 이에 따른 육상 방제작업에 적용되었던 노무 인건비를 근

거로 하여 여러 크기의 어선들에 대한 세척비를 추정하였다. 어업인 지정 검정인이 적용한 세척비

용 및 조업손실은 Table I-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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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71. 어선크기에 따른 어선 세척비

어선톤수 일당 손실액 어선 세척비 인건비 내역

1 톤 미만 94,056 90,000 남 1 , 여 1 

1 톤 이상 3 톤 미만 134,366 140,000 남 2 , 여 1 

3 톤이상 7 톤 미만 174,675 180,000 남 2 , 여 2 

7 톤 이상 174,675 230,000 남 3 , 여 2 

ITOPF는 1996년 11월 여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어선어업 피해청구를 한 11개 어촌계 중 

7개 어촌계에 대한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위탁 판매자료를 입수하였다. Table I-72 는 그 위

판실적을 각 어촌계별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Table I-72. 어촌계별 위탁 판매실적

어촌계

어선별 위탁 판매실적 (원)

1992 1993 1994 평  균 1995

장  지 30,304,981 27,735,750 23,468,544 27,169,759 25,867,309

안  도 40,907,507 32,667,521 36,802,766 36,792,598 37,734,409

연  도 29,586,048 33,835,272 36,675,506 33,365,609 6,042,435

역  포 9,371,086 2,714,444 6,079,350 3,054,960 477,667

신  흥 3,126,156 3,761,297 3,374,983 3,420,812 369,250

서고지 18,581,471 19,968,113 25,837,353 21,483,133 17,204,715

대소여 33,157,136 31,651,157 25,451,986 30,086,760 69,250

심  미 - - - - -

직원포 - - - - -

우  학 - - - - -

두  라 - - - - -

※ 식미, 직원포, 우학, 두라 어촌계는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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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비록 생산성의 추이를 식별하는데 유익하며 또한 몇몇 어촌계들은 지난 3년간의 평

균과 비교하여 볼 때 1995년에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더 많거나 또는 같은 금액을 판

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크기의 범위와 4개 어촌계에 대한 

위탁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양식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업중단에 대한 손실을 사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ITOPF은 위탁판매 실적과 어선의 크기를 근거로 하여 조업중단에 대한 피해청구를 

사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톤에서 7톤 크기 범위의 어선에 대한 위판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

기 때문에(Table I-73 참조) ITOPF은 연간 3,278,638원, 20,456,534원 그리고 33,226,460원

의 평균 위판고를 각각 적용하여 1톤 미만, 1톤에서 7톤 사이, 그리고 7톤 이상 등 세 가지 어선크

기의 범위로 자료를 통합하였다.

Table I-73. 어선크기에 따른 위탁 판매실적

어선 톤수 어선 수 평균 톤수
평균 위탁판매 

실적 (원)

1톤 미만 16 0.7 3,278,683

1톤 이상 7톤 미만 231 3.5 20,456,534

7톤 이상 84 8.6 33,226,460

사매매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ITOPF은 농림수산 통계연보를 참고하였다. 사

매매의 부분은 각각의 어종별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공동어업사정표 참조). 그러나 잡

히는 어종의 다양성과 어선에 따라 여러 가지 어획방법이 사용되므로 통계연보로부터 그런 상세

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Table I-74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전라남도 일반해면

어업의 생산량중 추정된 사매매 비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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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74. 전남지역(1992～1994) 일반해면어업 품종별 계통판매 및 비계통 판매비율     (단위 : 톤)

년도 계통 판매 생산량 비계통 판매 생산량 합  계

1992 145,608 18,929 164,537

1993 156,726 50,128 206,854

1994 175,698 37,639 213,327

합  계 478,032 106,686 584,718

비율(%) 81.75 18.25 100

위의 비계통 판매 부분의 대한 평균 백분율을 선박의 크기에 따른 세 가지 등급의 평균 위탁 판매

고에 적용시키면 1톤 미만의 어선들에 대한 척당 연간 총 판매액은 4,010,411원, 1톤에서 7톤 사

이의 어선들은 척당 25,021,973원 그리고 7톤 이상의 어선들은 척당 40,641,859원이 되었다. 

  Table I-75는 매 역일당 적절한 소득손실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 세 범주에 속하는 어선들에 대

한 경영모델에서 ITOPF에서 사용한 연안 통발 어선의 기본 입력 자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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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75. 씨 프린스호 어선 사업모델

어선 규모 1톤 미만 1 - 7톤 7톤 이상

총 톤수 0.5 4 7

- 고정비

어선 자본비용 5,000,000원 40,000,000원 70,000,000원

연간 보험료 75,000원 600,000원 1,050,000원

연간 감가삼각비 500,000원 4,000,000원 7,000,000원

조업일당 고정비 6,534 원 26,136원 45,738원

- 직접비용

통발수 250 500 500

단가/통발 800 800 Won 800 Won

연간 교체율 0.67 0.67 0.67

조업일당 어망 유지관리비 761원 1,523원 1,523원

조업일당 어선 유지관리비 1,421원 11,364원 19,887원

일당 연료 소모량 7.5리터 60리터 105리터

연료가격/리터 153원 153원 153원

일별 연료비 1,148원 9,180원 16,065원

일별 얼음소모량 33kg 130 kg 130 kg

얼음가격/kg 30원 30원 30원

월별 얼음대 990원 3,900원 3,900원

일당 미끼소모량 1 Box 3 Box 3 Box

미끼가격/Box 7,000원 7,000원 7,000원

일별 미끼대 7,000원 21,000원 21,000원

잡  비 737원 2,949원 3,408원

조업일당 직접비 합계 12,057원 50,075원 35,783원

- 조업요약

일별 매출액 22,786원 142,170원 230,920원

월 조업일수 22 22 22

년 조업월수 8 8 8

년 조업일수 176 176 176

역 조업일수 240 240 240

연간 총 수익 4,010,411원 25,021,973원 40,641,859원

- 수익 및 요약

조업일당 총 수익 10,729원 92,095원 165,138원

역일당 총 수익 7,868원 67,536원 12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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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박의 크기의 범주에 따라 계산되어진 역일당 총수익은 소득손실을 산출하는데 이용되었다. 

조업중단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성 어구와는 달리 어선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비교적 자

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므로 모항(母港)에서의 오염정도는 조업중단기간

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ITOPF은 모든 어선들에 있어서의 조업중단 기

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며 나아가서는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으

로 제의하였다. 후자의 날짜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상에 떠다니는 잔존 유류가 없다고 공표한 그 날

짜에 해당한다.

  ITOPF는 어업인 지정 검정인이 사정한 세척비용에 동의하였으며 Table I-76 는 각 어촌계별로 

사정된 조업손실과 선박 세척비를 요약한 것이다.

Table I-76. 어업손해청구에 대한 ITOPF 사정액

어촌계 어선 수
선박 세척비

(원)

조업중단 손실액

(원)

총 사정액

(원)

장  지 12 2,170,000 17,279,900 19,449,920

안  도 40 7,650,000 72,118,480 79,768,480

연  도 67 13,180,000 124,779,200 117,859,200

역  포 52 8,360,000 74,278,400 82,638,400

신  흥 25 3,140,000 19,447,680 22,587,680

서고지 42 6,830,000 59,944,080 66,774,080

대소여 36 7,200,000 65,766,400 72,996,400

심  미 15 2,390,000 21,332,080 23,722,080

직원포 12 1,950,000 15,015,280 16,965,280

우  학 12 2,300,000 19,934,880 22,234,880

두  라 18 2,850,000 25,384,240 28,234,240

합  계 331 58,020,000 515,280,640 553,2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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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어업의 손해산정

3.1. 마을어업의 성격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는 정착성 또는 접안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이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99-34호에 따르면 ‘정착성 수산동물’은 다음과 같다.  

     ⅰ) 우렁쉥이(멍게), 미더덕

     ⅱ) 성게, 해삼

     ⅲ) 게

     ⅳ) 문어, 낙지, 쭈꾸미, 군부

     ⅴ) 갯지렁이, 개불 

  수심의 한계는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m 이내이다(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도는 수심 7m 이

내).

3.2. 어촌계

  마을어업(제1종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면허하고 있으므로 마을어장은 어촌계가 관리하

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어촌계의 목적)에는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요점은 생활의 향상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수행」에 있다. 

‘공동사업’이란 ①어업생산을 위한 직접적 공동사업 ②이에 수반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 ③시

설의 공동설치와 이용을 들 수 있다.

  즉 어촌계는 공동어장의 관리 주체자로서 그 어장의 보호 육성과 지속적 생산을 위한 관리책임

과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여 어촌계뿐만 아니라 당해지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담당하는 경제

적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로 마을어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어촌계장은 피해

보상청구인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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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을어장에 포착한 기름의 실태파악과 어촌계장이 취할 조치 사항 

  어촌계장은 마을어장이 기름으로 오염되거나 해안과 접하고 있는 간석지에 기름이 표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마을어장으로 기름이 표착한 일자와 시간대 그리고 기름의 종류(오염된 해안과 해상에 대       

한 일자별 비디오촬영 기록 확보)

  (2) 관할 해양경찰서, 군청 및 수협에 기름오염사실을 신고한 후 해경에게 견본채취와 분석을       

의뢰

  (3) 마을어장 해상의 오염특징

해면상의 특징과 기름표착

일 자 

은백색의 유층

은백색부터 무지개 색

무지개 색조가 밝게 보이는 유층

무지개 색조가 어둡게 보이는 유층

암갈색의 유층

(주) O, X 로 표시함.

(4) 마을어장해안의 오염상태와 특징 (바위, 자갈, 모래와 자갈, 개펄 등)

(5) 마을어장의 방제작업

작업착수일자  년   월    일 완료일자      년   월   일

총 마을주민 동원인원 남 여 합계

방제회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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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을어업의 기름오염 피해와 손실 

  마을어장(제1종 공동어업)에 유류가 밀려오면 마을어장에는 다음과 같은 오염손해가 발생한다.

  (1) 조간대 

  조간대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양성하고 있는 경우 유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간

대에서 투석식으로 굴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유취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대량의 기름이 표

착하여 굴양식장을 유층으로 모두 덮어 버리는 경우에는 질식사가 발생한다. 그러나 간만의 차가 

심한 남서해안은 기름이 대부분 조간대 고조선 부근에 표착하므로 폐사보다는 유취오염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조하대 

  조하대 서식생물에 대해서도 피해 어업인들은 마을어장으로 표착한 기름으로 인하여 해저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에 폐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우리나라 연안과 같이 조류의 흐름

이 있는 곳에서는 해수의 교환이 활발하여 마을어장 수면에 기름이 흘러갔다는 이유만으로 조하

대 생물이 폐사하였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3) 마을어장의 어업 피해 손해  

  마을어장에 기름이 표착하면 조간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하여는 유취피해 손해가, 조하대 

생물에 대하여는 마을어장에 표착한 기름을 제거할 때까지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조업손실 피해

가 발생한다.

  과거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측은 기름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사고 당해 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향후 2-3년 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지역의 탄화수소량의 변

동 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영국의 Sea Empress호 사고에서처럼 최장 

1년 6개월의 어업제한으로 볼 때 2년 정도의 피해는 예상될 수 있으며 국제기금의 청구편람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비용과 손실은 실제로 발생된 것을 청구하어야 한다.

  양식장이 기름에 오염된 경우 오염으로 인하여 양식어패류가 직접 폐사 하지는 않았으나 관할행

정당국이 유취피해로 어패류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 채취 금지 기간동안 소득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할행정당국의 금지 명령이 법적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조치였다면 이로 인

한 손해는 보상될 수 있다. 

  한편 관할행정당국의 조치에 따라  오염된 양식어패류를 폐기한 후 이에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행정당국이 어획을 금지하거나 어업금지구역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수산물을 폐기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폐기가 과학적 또는 기타의 증거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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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였다고 뒷받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폐기조치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기금은 ①수산물이 실제로 오

염되었는지 여부, ②수확하기 이전에 오염상태가 사라질 가능성, ③수산물을 바닷속에 그대로 두

는 경우 이후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④오염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수확할 때에 수산물

의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한편 수산물 폐기가 합리적인 조치인지에 대한 국제기금의 평가는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염지역과 오염이 안된 지역에서 각각 표본을 추출한 후 검사를 하여 그 폐기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5. 마을어업의 연간 생산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어업인피해 보상액이 청구액의 5-10% 밖에 되지 

않은 것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손해액 산출방법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피

해자 측이 제시한 생산고가 근거 없이 과대하게 제시된 데에 연유한다.

  따라서 어촌계장은 사건 발생 전 3년 동안의 마을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동식물의 품종별 연간

생산량과 생산고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기금에서는 마을어장의 실제 실적자료에 따른 생산고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물 및 어획물은 일선 수협에서 위판하는 의무상장제도가 과거부터 계속하여 이어져왔으나 

1997년 9월부터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제도로 전환되면서, 어촌계에서는 대부분 생산

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 사매매에 의존하던지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

서는 어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생산 자료가 준비 되어야 한다.

항목 기간 발급처 

 세무서 소득신고 자료 3년간  세무서

 수협 위판 소득 3년간  해당 수협

 종묘 구입 내역 3년간  거래처와 은행 송금 자료 

 사매매 실적 자료  (거래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법정영수증 등)

3년간  거래처 및 개인 간에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자료 비치

 결산 자료 3년간  어촌계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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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품종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품종
3년간

평균생산량
평균 단가 평균 생산고 어업 경비 채취 방법 

3년간 품종별 평균생산량은 각 어촌계마다 평소에 거래내역을 기록해 두고 관리하여 피해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

정하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유류오염사고로 어촌계를 방문하여 생산 자료를 요청하면 몇 

장의 낙서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제시하는 어촌계가 대부분 이었다. 

  특히 어촌계장의 교체 시에도 제대로 된 장부에 마을어장 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거나 보

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평균생산단가는 피해보상청구서 제출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단가가 기준

이 되며, 사고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 위판가격을 적용한다.

3.6. 어업 경비 

  ‘어업경비’는 피해보상 청구 제출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어업경영에 필요한 종묘대금, 종묘살포 

인건비와 선박비 각종 판매수수료 및 어장 청소비 등 어장유지관리비, 채취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

한 경비를 말한다.

  조간대에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을 할 경우 구입가격과 일자가 기록된 종패구입계약서 

보관뿐만 아니라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은행구좌를 통한 송금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매매를 통한 간이계산서는 거증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증거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원칙 아래에서 수협 조합장은 유류오염사고 등의 각종 어업피해

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증거입증 자료를 확보하도록 ①조합, 위판을 통한 판매유

도, ②개인판매 시 법정영수증 징수의 생활화, ③정확한 소득신고가 확립되도록 어업인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이 생산량의 일부는 수협을 통한 계통판매와 일부는 비계통판매하고 있는 경우 계

통판매와 비계통판매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89 

부록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국제기금에서는 공동어장의 평균현존량과 성장을 자원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론적인 수치모델을 

인용하여 연간생산량을 조사하는 방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하대 수역에 서식하는 패류나 해조류 등의 채취방법은 마을어장의 저질에 따라 형망선을 이용

하거나 해녀들이 나잠으로 수확을 하고 있다. 해녀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조하대의 자원을 관리

하는 어촌계는 해녀와 체결한 행사계약서를 제시한다. 조하대에 종묘를 살포할 경우, 살포 일자, 살

포 수량 및 구입처 등을 소상하게 기록을 한 후 은행을 통한 입금표를 보관 필요시 제출한다.

3.7. 마을어장의 피해액 산출 방법

  마을어장의 피해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업손실 = (3년간 평균실적을 토대로 한 생산고 - 평년어업경비) x

조업손실기간 (월)

12개월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590 •

제 3절 어업피해 산정방법 표준화 요소

  우리나라 유류오염 피해배상 근거는 국제기금의 청구편람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범위가 결정

되고 각 세부적인 피해산정은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한 각 어업별 소득을 산정하여 피해율과 

피해기간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자료를 인용하였지만 실제적인 피해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자료의 조사확보가 무엇

보다도 선결문제로 피해입증을 위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피해배상 대상어업 중에서도 양식업의 경우 해조류, 어류, 패류 양식업인 경우에는 비교적 소득 

자료와 지출경비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여 어업경비의 산출이 비교적 쉬운 편이나 어선어업의 경우 

어업인 개인에 따른 기술편차,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소득이 불균형하므로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배상을 표준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배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

므로 이를 위한 기본 자료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모델 성립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 및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해

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현상이다.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이론개발과 현실성 있는 어업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어업 자료의 세

밀화 및 확충이 된다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큰 무리가 없어 앞으로 유류오염 어업

피해 산정방법 표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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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유류피해 보상실무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는 석유는 산업 발달의 추세에 따라 그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

고 있다. 석유 자원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 수요량의 전량이 해상 수송에 의해 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 물량의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류유출사고는 유류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유출수역 내 수산생물에 대

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면 유류의 종류 및 성상, 유출량, 해상기상조건, 해면상태 등에 따라 그 변

화 양상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확산(Spreading), 증발(Evaporation), 분산(Dispersion), 유화

(Emulsification), 용해(Dissolution), 산화(Oxidation) 등 물리·화학적 변화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Biodegradation)와 같은 생물학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유출수역 내 해양생물에게 독

성, 부착, 유취 등의 영향을 준다.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영세한 어업인들이 대부분이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

게 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피해 어업인들이 유류유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본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상에 유출된 유류는 조류, 파도, 바람 등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어 광범위한 지역이 피

해를 입게 되고 피해의 형태 또한 어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제각기 다르며 피해의 대상이 수산

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 입증

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특히 한국적인 여러 특수성은 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유류오염 피해의 배상 보상 주체인 선주

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이나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명확한 근

거 제시를 요구하지만, 가업형태의 영세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과거 몇 년간의 생산, 판

매 기록이 제대로 있을 리 없고 세금 납부기록 역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 때문에 입증 가

능한 피해와 체감피해가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항상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 1절 손해배상 청구절차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

  좌초, 충돌 침몰 등에 기인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이 흘러나와 양식장이나 공동어장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일차적인 피해배상은 선주가 가입한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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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규모 기름오염은 태풍이나, 폭풍 등 기상이 극도로 나빠 선박운항이 어려울 때 대부분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기름오염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하므로 국가간 협약에 의해 운용

되고 있는 국제기금(1971 Fund, 1992 Fund)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림 II-1. 유류오염 사고 피해청구 및 보상절차

원칙상 기름피해배상은 사고선주가 하여야 하나 피해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사고선주가 가입하고 

있는 선주상호보험조합에 피해조사 및 배상업무를 일임하고 보험사나 국제기금은 자체 전문가나 

사고가 일어난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피해 정도와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

해 피해배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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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피해배상

  이와 같은 배상흐름 체계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름오염 피해배상·보상은 P&I Club 및 IOPC 

Fund에서 지정한 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에서 국내 전문가와 함께 오염방제 및 피해배상 조

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도달되지 못하면 법적인 소송

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오염 방제 및 어업 피해배상에 관한 업무는 주로 국내 2개의 감정전문회사가 

담당하여왔다. 이들은 국제기금 및 P&I Club에서 의뢰한 업무를 가해자 측을 대신하여 수행하므

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기름오염 피해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권자

 ② 어업피해사고 선박확인

 ③ 손해배상의 범위 

 ④ 손해방지비용 

 ⑤ 어업피해 증거확보

 ⑥ 선박 보험내용 및 권리관계 조사 

 ⑦ 보상청구서와 피해증거자료 제출

 ⑧ 선박 소유자에게 보상청구서 제출

 ⑨ 검정인의 현장조사 

 ⑩ ITOPF 사정 보고서 피해 어업인에게 전달

 ⑪ 이의 신청 및 반론 제기

 ⑫ 이의 신청서 및 거증자료 국제기금에 전달

 ⑬ 보상 합의 도달 및 지급

 ⑭ 미 합의 시 법정소송

2.1. 청구권자

  유류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같이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해자 

구제는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의 원칙”에 따른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는 가해자의 부담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권을 행사하여 손해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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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를 유발시켰거나 어장을 파손시킨 선박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한다. 또한 지속성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경우 피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P&I 보험자 등으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국제기금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협약국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피해자가 국가이건 공공단체이건 법인이

건 개인이건 불문하고 누구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2.2. 어업피해사고 선박확인

  유조선 또는 일반 선박이 충돌, 좌초 및 침몰 등으로 대량의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면 관할 해양

경찰서에서는 각 오염지역별로 기름견본을 채취한 후 그 성분을 분석하여 기름유출선박의 진위를 

확인하므로 이럴 경우는 별도로 선박소유자로부터 기름오염사고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면 국제기금과 P&I 보험자가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오염 상태와 정도 

등을 조사하므로 각 어촌계 또는 어업인은 지구별 수협과 관할 시, 군 해양수산과 및 국제기금이 

위촉한 감정인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선박과 어선과의 충돌사고, 어장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이 어망과 접촉하여 어구 등에 파

손을 입혔을 경우에는 후일 가해선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어

업피해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어업피해확인서에는 정확한 선명과 함께 사고발생 일자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당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해선박이 어장파손 후 도주한 경우

에는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2.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방제작업과 재산피해

     ① 해안과 해상에서의 방제작업은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② 국제기금은 해안과 해안구조물에 대한 오염을 방제하거나 민감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유류를 제거하는데 취하여진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한다.

    ③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도 역시 보상이 

된다. 예를 들면, 양식장, 도로, 안벽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수하는 비용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염으로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설개선 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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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오염손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비용에 대

한 보상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된 비용을 포

함시킬 수 있다. 방제장비를 청소하거나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작업과정에 소모된 재료를 보

충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상의 대상이 된다. 특별한 방제작업을 위해 구입한 장비가 있으면 잔

존가치를 공제한 금액만 보상한다. 공공기관이 사고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나 장비를 

구입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재료나 장비의 구입가액 중 합리적인 부분에 대

해서만 이를 보상한다.

     ⑥ 방제작업 과정에 때때로 많은 양의 유류나 유류찌꺼기가 폐기물의 형태로 수거되는데, 이

들 폐기물 처분 비용은 보상된다. 만약 회수한 기름을 판매하여 생긴 이득은 지불될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⑦ 기름에 오염된 재산, 예를 들면 선박, 요트, 어구 등을 청소하거나 보수하는데 소요된 비용

의 청구는 인정된다. 이러한 재산을 청소하거나 보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보상되며 이때 그동안의 감가상각 상당금액은 보상에서 공제된다.

     ⑧ 방제작업은 흔히 해경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상시 고용인력, 선박, 차량 및 장비를 동원하

여 이루어진다. 이때 해당기관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기금은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보상한다.

나. 간접손실과 순수 경제적 손실

     ① 국제기금은 원칙적으로 유류유출의 결과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상실한 수          

입의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예를 들면 어업인들이 그의 어망이 오염되어 조업하지 못한 결과 

상실된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②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은 순수 경제적 손실, 즉 그들의 재산이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사고와 관련하여 그들이 벌어들이는 일련의 수입이 상실된 경우이다.

        어선과 어망이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통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장이 오염되어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오염지역에 가까이 있는 해변에 위치한 호텔이나 음식점의 주인은 오염된 기간동

안 손님이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③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오염에 의하여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일 경우에만 인정된

다. 즉 사고자체 손해가 아니고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만 국한 된다.

     ④ 순수 경제적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오염과 보상요구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 사이에 합리적

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단지 유류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합리적인 연관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 청구자의 경제활동과 오염간의 지리적인 연관성

   - 청구자가 피해 받은 자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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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자가 대체시킬 수 있는 다른 공급처 또는 영업활동 기회가 존재 하는지의 정도

   - 청구자의 사업이 유류유출 피해를 입은 지역 내의 경제 활동에 한 구성요소로서의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

     ⑥ 관광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금은 관광객에게 직접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자가 그의 사

업이 유류오염피해지역 방문객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와 물품이나 용역을 

관광객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고 관광산업분야의 다른 사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자의 경우 이를 구

분하여 검토한다. 국제기금은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염과 보상청구자가 주장하는 손실 간에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보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⑦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연도의 적절한 기간 동안에 각 

개별 청구자가 벌어들인 실제 재무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국제기금은 청구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도 참고한다. 보상대상이 되

는지의 판단기준은 오염으로 청구자의 사업전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⑧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절약된 비용이나 정상적 경비는 청구자의 간접손실과 순수 경

제적 손실에서 차감시킨다.

     ⑨ 사고로 인하여 어류나 양식 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보상청구자는 보관중인 시료, 촬           

영한 사진 그리고 피해의 성격과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기록물에 의하여 그 피해를 증명하

여야 한다. 보상 청구자는 발생된 손실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국제

기금 또는 기금 측 감정인과 접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환경피해

     ①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은 보상청구자가 금전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제기금의 「오염손해」에 대한 정의에서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은 오염된 환

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한 합리적인 조치 비용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기금은 「오염손해」에 대하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서 지급 되          

는 보상평가는 이론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수량화 하여 계산된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

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제기금은 어업인 또는 호텔 경영인과 음식업자처럼 해변에서 연안이나 바다와 관련된 활

동에서 얻어지는 수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은 해양환경 피해로 야기된 이윤(

순소득)의 상실에 대하여서만 보상한다.

2.4. 손해방지비용

  선주 또는 보험자의 부담에 귀속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금액을 ‘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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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해상가두리양식장에 기름이 표류하여 올 때 가두리 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관

청으로부터 오일펜스를 지급받아 양식장에 설치하여 양식장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작업에 소

요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방제작업 자재비, 인건비와 선박비 등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거된 기름폐기물 등

은 포대에 담아 증거로 남겨둔다.    

2.5. 어업피해 증거확보

  오염피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가해 선박 측 감정원이 피해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오염 손해 또는 어장파손 피해 사실을 인식시킴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방

지하기 위한 거증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오염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피해규모와 오염정도, 피해어망의 수량, 방제에 

동원된 인원과 오염된 어구시설 등을 현장 또는 육상에 남겨둠은 물론 오염된 어구가 철거되는 장

면 등을 날짜가 나오는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등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가두리 양식장처럼 해상에 양식시설물이 설치된 곳에 기름이 유입되면 수면부근 어

망이 오염되고 수면에 유막이 뜨기 때문에 비디오촬영은 좋은 증거자료가 된다.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대상에 대한 촬영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사진 촬영 시에는 인

화된 사진과 함께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오염 및 피해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촬영한 

필름에는 각각 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며 정리 후에는 반드시 보

관하여야 한다. 

  가해선이 외국선박으로 곧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법원을 통하여 그 선박을 일시 

가압류 조치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사진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오염된 

어구를 모두 육지로 철수하여 소각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주장

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해상가두리양식장 또는 육상 축양장은 사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육일지에는 어장에서 일

어나는 모든 작업내용, 어종 및 수량, 먹이공급량과 같은 양식동태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사육

일지는 선박의 항해일지나 경리장부처럼 페이지가 인쇄되어 기록을 바꾸거나 교체할 수 없도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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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일지에 오염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것은 좋은 증거

가 될 수 있다.

  공동어업(마을어업) 경우 대부분 사매매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

출하고 있으나 국제기금에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각 어촌계는 수협위판체제 또는 법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마을어장의 생산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선박 보험내용 및 권리관계 조사

  유류오염과 어장파손 손해에 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자는 법률적으로 가해자인 선주이지만 실

질적으로는 P&I 보험이 어업피해보상금을 지불한다. P&I 보험은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유류오염손해 등이 발생하면 어업인들은 우선적으로 당해 가해선박이 P&I 보험에 가입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P&I 보험에 가입된 것이 판명되면 선박의 총톤수를 조

사하여 선박의 책임제한액을 계산한다.

  선박의 책임제한제도는 해상기업의 위험성과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손해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상

기업을 보호할 정책적인 고려에서 중세로부터 발전하여왔다. 

  지속성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경우 92민사책임협약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92국제기금협약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화물선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래에 열거된 선박크기별 책임제한액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①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  83,000SDR (134백만원)

 ②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  167,000SDR (269백만원)

 ③ 총톤수 500톤 - 30,000톤의 선박 ...........  167,000 + 초과톤 × 167SDR

                          (269～8,165백만 원)

 ④ 총톤수 30,000톤 - 70,000톤의 선박 ...... 5,093,500 + 초과톤 × 125SDR

          (8,165～16,180백만원)

 근거 (상법 제747조 - 책임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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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SDR은 2003년 11월 1일 1,616원

  따라서 유류오염손해 등이 배상가능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는 방제작업비나 어업손해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적 선박으로 P&I보험증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원 등을 억류하여 방제비를  

보존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2.7. 보상청구서와 피해증거자료 제출

  보상청구자는 그들이 조사한 피해내용과 손실의 성격이 적합한 근거자료나 기타 증거물로서 입

증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한다.  

  국제기금은 어업인의 청구액이 합리적이고 기금협약이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불한다.

국제기금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ⅰ)모든 비용 및 손실은 실제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ⅱ)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와 관련되어야 한다.

     ⅲ)피해자의 비용, 손실 또는 손해는 오염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범위 내

에서만 인정된다.

     ⅳ)피해청구에 포함되는 비용, 손실 또는 손해가 기름유출 오염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 되         

어야 한다.

     ⅴ)피해자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ⅵ)피해자는 그의 손실 및 손해액을 적합한 자료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기름오염 사고 시 대부분의 피해 어업인들이 제출한 피해보상청구서는 국제기금이

나 P&I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금 수리요건에 부합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물 제시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손해산정 방법에 대한 견해차이와 대부분의 경우  피

해자 측이 제시한 연간어획고가 근거 없이 과대하게 계상된 것도 낮은 보상율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제공한 증거는 1992년 국제기금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실제 발생된 손실 또

는 손해액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신뢰를 갖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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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995년 9월 21일 벙커C유 2,890㎘를 적재하고 부산항 밖 남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한 제

1유일호의 경우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국제기금에 제출한 청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성명 어업 종류 피해액 (천원)  산출 근거

XX 어촌계 1종양식 (제3468호) 33,660  파래 6ha에 대한 감소액

XX 어촌계 어선연안통발 910  0.95 톤 x 14일 x 65%

XX 어촌계 구획어업 (호망-95-4) 3,510  15일간 미조업

XX 어촌계 공동어업 239,904  패류 등 50ha에 대한 감소액

예를 들어 마을어업의 경우 50 ha의 어장에서 239,904,400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다면 연간 

품종별 생산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근거가 제

출되어야 했었다.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손해액만 단 한 줄로 표시한 청구액으로 국제기금 및 P&I 보험

자가 선임한 감정인이 피해산정을 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2.8. 선박 소유자에게 보상청구서 제출

  어업피해보상청구서는 선주 또는 국제기금 측에 제출하되 사본 1부는 국제기금과 P&I 보험자가 

선임한 현지 감정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피해보상금 해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오염사고와 청구인이 입은 손실 또는 손

해 간에 합리적인 근인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합리적 근인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피

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한다. 

 ⅰ)청구인의 영업활동과 오염수역간의 근접 정도

 ⅱ)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오염된 해양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ⅲ)청구인이 대체공급자원 또는 영업기회를 가지고 있는 정도

 ⅳ)청구인의 사업이 기름유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내의 경제활동이 불가결한 부            

분을 형성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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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청구인이 입은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정도 및 조치 사항

2.9. 감정인의 현장조사 

  기름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어업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업피해의 내용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피해배상청구서를 가해선박에 제출하더라도 국제기금이나 P&I 보험자는 피해자 측의 손

해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선임한 어업피해감정인이 발행한 「어업피해감정서」

에 의존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한다.

  특히, 그 오염 범위가 대규모인 기름오염손해의 경우 영국 런던에 소재한 ITOPF(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td)소속 기름오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감정

인들과 공동으로 방제작업이나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어업피해자가 제출한 청구내용을 분

석하고 그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다.

  국제기금 또는 P&I보험자측이 지정한 국내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는 피해 어업인들이 제출한 피

해배상청구서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상타결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0. ITOPF 사정 보고서를 피해 어업인에게 전달

  유류오염손해의 경우 대개 국내 감정회사와 영국의 ITOPF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

장조사에 참여한 국내 조사자들이 발행한 감정보고서는 ITOPF의 검토를 거쳐 최종 사정 금액

을 건의하면 국제기금과 P&I 보험자는 또다시 이들 전문가의 사정내용을 심의 검토한 후 보상금

액을 승인한다.

  감정보고서 내용은 국내 감정회사가 피해 어업인에게 구두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우편으로 우송

하는 경우도 있다.

2.11. 이의 신청 및 반론 제기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국제기금과 P&I 보험자가 승인한 감정보고서를 접수한 피해어업인 대표들

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들이 청구한 금액과 최종사정 금액만을 단순 

비교하여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감정회사에 대하여 감정적인 불만과 불신을 표시하기도 하였

고 장기간에 걸친 법적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국제기금 등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접수할 때마다 전문가를 동원하여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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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상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원칙에 입

각하여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지급하려는데 있다. 또한 국제기금 등은 가

급적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원만한 화의를 통하여 오염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국제기금은 피해금액사정을 담당하는 ITOPF, 국내 감정회사 및 변호사에게 보상금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타결을 위한 융통성이나 독자적인 협상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 어업인들은 감정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고서에 담긴 보상금의 산출내역을 세밀히 검

토한 후 국제기금과 보험자등을 설득할 수 있는 거증 자료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하든가 그렇지 않

으면 감정보고서에 담긴 사정금액을 받아들여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2.12. 이의 신청서 및 거증자료 국제기금에 전달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문제가 민사소송에 회부되더라도 확실한 거증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해 어업인들은 선박이해당사자들이 승인한 

감정보고서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한 후 감정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원만한 보상타결

을 위한 건설적인 행위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서면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시에는 감정인 등에게 건설적인 반론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

도 좋은 방안이다.

2.13. 보상 합의 도달 및 지급

  피해자 측이 감정보고서상의 감정금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국제기금과 

P&I 보험자들은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피해자 측에 보내어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

상금 역시 변호사를 통하여 지불한다.

2.14. 미 합의 시 법정소송

  법정소송은 피해자 측이 감정보고서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국제기금과 P&I 보

험자 측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유류

오염 사고발생 후 피해자 측에서 곧바로 변호사와 감정회사를 선임하여 모든 보상 문제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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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금은 협약가입국의 석유회사가 갹출한 분담금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거증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보상금만을 피해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이 변호

사를 선임하더라도 증거 없이 보상청구 금액만을 토대로 타협하고 상호 양보하여 해결하려는 합

의보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유류오염손해와 관련되어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사고선박이 외국선이거

나 국내 선박일지라도 장래의 지불능력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선박을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행

하는 경우이거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거 책임제한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나 해결절차 등을 잘 살펴서 필요시 적절하게 선임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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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관능 시험: 
평가사의 선발, 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침

ISO 8586-1

 관능 시험: 평가사의 선발, 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침 I

  관능 시험 평가자는 실제 “측정수단”으로서, 분석의 결과들은 구성원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 따라서 본 조사단원으로서의 개개인들의 모집은 신중하게 수행되어져야 하며, 시간과 금전적 

인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관능 시험 평가자는 단순평가자, 선발평가자, 전문

가로 3가지 형태의 평가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평가자”란 감각시험에 “감각시험 미경험

자” 로 본 실험에 대한 어떠한 사전지식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며 “선발 평가자” 란 감

각시험을 위하여 선택되고 훈련된 사람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란 “전문평가사”로 이미 

감각시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야의 사람으로 본 실험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을 갖

춘 사람들을 말한다. ISO 8586-1은 선발 평가자의 모집, 선발, 훈련에 대한 지침으로 전문평가사

를 위한 부분은 8586-2에서 다루기로 한다.

 

1.1. 모집, 사전 선발과 입문

  

  관능 시험 평가자를 모집 시 구성원은 어디서 찾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인지 또

한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조직에 소속된 집단내부에서 모집할 경울 보상이 필요 없고, 시간 사용에 대해 안정적인 장점이 있

으며 시료에 대한 지식이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 조직외부적인 사람

들로부터 구성되었을 경우 선택의 범위가 넓고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선별 조절이 용의한 장점이 

있으나 모집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고 구성원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인원 선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전적, 조직의 필요성, 시험의 빈도, 통계결과에 대한 해

석의 필요성 유무등이 있으며 10명이내의 조사단원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배에서 3배정도

의 많은 인원을 선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조사단원이 10인이라면 40명을 모집한 뒤 20명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는 인터뷰에 의해 얻을 수 있으며 동기와 흥미 그리고 음식에 대한 선호도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기타사항으로는 지식 및 재능, 건강, 대화능력, 활용성, 개인적 성향 등이 

파악되어야 하며 모집양식에는 이름, 연령대, 국적, 교육수준, 현재직업, 관능 시험 경험 등을 기

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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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자 입문을 위한 미경험 평가자들의 훈련

   

  모든 시험은 관능 시험에 이용되는 방법과 물질에 대하여 시험자에게 충분히 숙지되어야 하며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능 시험이 손상여부의 결정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관능 시

험이 감각에 대한  민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관능 시험이 후보자의 

서술과 감각지각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다. 후자들은 모든 감각능력 판별에 

있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색 판별 능력에 대한 정상여부는 효과적은 시험법 즉 이시하라 테스트

(Ishihara test) 등에 의해 판별될 수 있다. 풍미와 후각에 관련한 물질을 Table 3-1과 같이 준비

한 후 각각의 시료들은 3개의 조합번호에 따라 불규칙하게 정하여 80% 이하의 적중률을 보이는 

후보자는 선발 평가자에서 제외시킨다. 시료의 예시는 표 3-5-3에 나타내었다. 자극에 대한 인지

판별을 시험하기 위하여 ISO 4120을 참고한다. 한 번에 한 물질씩 평가되어야 하며, 두 개는 시료, 

한 개는 용매로 준비하여 후보자들에게 제시된다. 시료의 예시는 Table 3-2에 나타내었다.

Table Ⅲ-1. 조합시험을 위한 물질의 농도의 예

맛 또는 향 물질
물에 용해된 농도(실온)

g/L

에탄올에 용해된 농도

g/L

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떫은맛

쇠맛

Sucrose

Tartaric acid or Citric acid

Caffeine

Sodium chloride

Tannic acid or quercitin

Ferrous sulfate hydrate

16

1

0.5

5

1

0,5

0,01

향

레몬

프레쉬

바닐라

꽃향

쟈스민향

Citral (C
10
H

16
O)

Vanill(C
8
H

8
O

3
)

Benzyl acetate

(C
8
H1

2
O

2
)

-

-

-

-

1×10-3

1×10-3

5×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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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2. 인지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의 예

물질 실온에서의 농도

카페인

시트릭산

염화나트륨

슈크로스

Cis-3-Hexan-1-ol

0.27 g/l

0.60g/l

2g/l

12g/l

0.4g/l

자극의 강도의 수준에 따른 판단력 시험법은 ISO 8587에 서술되어 있으며 맛 또는 냄새의 자극

을 이용한 시험법이다. 각각의 시험은 다른 강도로 제시되는 데 점점 냄새에 대한 강도를 높힌다. 

본 시험의 예는 Table 3-3에 있으며 본 시험에 대하여 한 단계의 근접한 시료에 대하여 반대로 답

한 후보자는 본 시험대상에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관주한다.

Table Ⅲ-3. 자극의 강도의 수준에 따른 판단력 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의 예

시험 산물 실온에서 농도

맛 판단력

냄새 판단력

구성의 판단력

색깔 판단력

시트릭 산

이소아밀 아세트산

밀도에 관련(크림,치즈.젤라틴)

색범위

0.1g/l; 0.15g/l, 0.22g/l; 0.34g/l

5 ppm; 10 ppm; 20 ppm, 40 ppm

색의 진하기 범위 예를 들면 진빨강에서 옅은 빨강  

각 후보자들의 감각지각서술에 대한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평가 두 가지 방법을 병행

한다.

먼저 후보자들에게 후각 자극에 강도를 더하면 그것에 관하여 평가된다. 인식하기 쉬운 것과 다

른 것들은 덜 일반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병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다. 시

료는 스트립 또는 패드로부터 냄새가 평가된다. 시료는 한번 제시되며, 후보자들이 곧 평가하게 

한다. 후보자들은 아래의 범위에서 평가되며(Table 3-4) 65%이하의 달성후보자는 본 감각 평가

사로 적당하지 않다. 

3가지 모두 정확하게 평가?

2가지 정확하게 평가?

1가지 정확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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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4. 후 자극물질에 대한 후각평가 시험물질의 예

물 질 냄새과 연관되는 일반적인 이름

Benzoaldehyde

Octen-3-ol

Phenyl-2-ethylactate

Daially sulfied

Camphor

Menthol

Eugenol

Anethol

Vanillin

b-lonone

Butyric acid

Acetic acid

Isoamyl acetate

Dimethylthiophene

쓴, 체리

버섯

꽃

마늘

약

페파민트

소인경

아니스의 열매

바닐라

제비꽃

발효버터

식초

과일, 바나나, 배

양파

구성 판별 시험을 위하여 액체시료를 일정하지 않는 블록과 액체로 제시된다. 후보자들은 아래

와 같은 범위에 따라 평가되며 65%이하의 달성 후보자는 본 감각 평가사로 적당하지 않다. 시료

의 예는 Table 3-5에 제시된다.

3가지 모두 정확하게 평가

2가지 정확하게 평가

1가지 정확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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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5. 판별과 인식에 대한 훈련기간 동안 사용되어질 물질의 예

산 물 산물과 연관되는 질감

오렌지

시리얼

매

설탕

머시멜로우 토핑

체스넛

거친 밀가루

더블크림

젤라틴

콘 머핀 케잌

크림토페

오징어

셀러리

당근

쥬시

미세 입자같은

흐느적거리는

모래같은

크리스탈

접착성있는

풀같은

가루같은

부드러운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탈력성있는

섬유질의

딱딱한

1.3. 시험수행능력에 따른 평가입문자의 선별

  

  평가자 숫자는 필요한 페널숫자의 2배 이상 선정한다. ISO 6658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을 추

천한다. 평가자들에게 제조과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르치거나, 공장 등을 방문하게 하는 것도 

유용하다. 

  결과는 토의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하는 동안 또는 

그 이전에 향기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평가 60분전에 자극적

인 맛 또는 향기 그리고 담배와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손을 씻는 비누 또한 어떠한 향기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평가 훈련에 들어가기 전 시료를 평가하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친다. 

  냄새를 맡을 때 짧게 몇 차례에 걸쳐 짧게 맡게 가르치고 너무 많이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한다. 액

체 및 고체 시료들 모두 평가자들에게 사전에 시료의 크기를 말해 준다. 적응으로 인한 문제와 입

의 세정과 시료간의 시간간격도 논의한다. 

  혼합, 인식, 한 쌍의 시료비교, 트라이앵글 시험(ISO 6658 과 국제적 규격을 참고) 고농도와 저농

도의 맛을 검증하는데 사용되고 정확히 서술하기 위하여서는 ISO 3972를 참고한다. 평가자의 훈

련을 위하여 검증된 맛이 사용 될 것이다. 시료의 외견의 차이를 두는 것은 다른 감각기관의 특성

에 대해 차이점을 판별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훈련과 시험목적의 시료들은 그들의 기관과 

형태 순도에 따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이다. 과도한 시료양으로 인하

여 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피로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Table 3-6은 훈련기간 동

안 주어질 물질이다. 가능하다면 자극은 물질들에 연관되어 선택되어야 한다. 등급의 사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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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평가자는 최초의 단일 냄새 또는 맛, 질감의 일련의 등급에 의해 

등급의 비율, 간격, 분류등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ISO 6658 과 ISO 4121). Table 3-6은 

훈련 기간 동안 사용되는 물질의 예이다.

Table Ⅲ-6. 각 등급에 따른 훈련에 사용될 물질의 예

 1.Table 3-5의 9가지  물질

 2. Caffeine      0.15g/l, 0.22g/l, 0.34g/l, 0.51g/l

 3. Tartaric acid 0.05g/l, 0.15g/l, 0.4g/l, 0.7g/l

  Hexyl acetate 0.5mg/l, 5mg/l, 20mg/l, 50mg/l

 4. Cheeses, e,g. mature hard cheese such Cheddar 

 5. Pectin gels

 6 Lemon juice and diluted lemon juice  10mg/l 50mg/l

페널들은 일련의 단순한 산물과 감각특성을 묘사할 단어의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예는 ISO 

6564의 Table 3-6에 주어져 있다. 

1.4. 특별한 물질 훈련

  

- 차이점 평가

  시료는 차이점평가과정의 하나를 이용하여 평가되는 평가자에게 제시된다.

- 서술평가

  특이한 물질의 서술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범위의 다른 물질에 대한 경험 있어야 한다. 평가자는 

하나의 특이한 물질의 평가를 위하여 3개의 시료를 평가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15개의 시료가 

평가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토의가 그룹내에서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합리적인 단

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1.5. 특별한 방법을 위한 페널의 최종 선택

  평가자의 숫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적어도 ISO 6658에서 추천하는 크기가 요구된다. 

- 차이평가 

  최종 페널 선택은 실제 시료의 반복되는 시험에 기초한다. 평가자는 제시된 시료의 차이점을 정

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다, 

-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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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페널선택은 역시 실제 시료의 반복적인 시험에 기초할 것이다. 평가자는 제시된 시료의 수

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될 것이다(ISO 8597). 

- 등급과 배점 

  평가자는 거의 6개의 다른 시료를 3번씩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규칙하게 나열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기간이상으로 시행하며 결과는 표로 나타내어야 한다. 높은 표준범위의 나머

지 평가자 즉 시료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평가자는 퇴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자는 이러한 현상이 한 두 가지에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평가자간이 확연한 변이는 평가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변이의 분석이 점수로 

적당하지만, 어떤 형태의 판별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만약 점수로 판별한다면 주의가 요구된다. 

1.6. 표준시료의 제작

  만약 표준시료를 제작하고 싶다면 ISO 5492에 따라 제작을 한다. 평가자는 인식할 수 없다. 평

가자가 인식할 수 없거나 또는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70 %의 시료는 이 형태의 시험에서 적당하

지 않다. 평가자는 6개의 시료를 단어와 판정용지를 이용하여 평가할 것이다. 시료는 3개씩 제시

될 것이며 각 서술자는 다면 분석에 대하여 설명될 것이다.

1.7. 선별된 평가자의 모니터링

  선별된 평가자의 실행과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본 점검의 목적은 각각의 실행에 대하여 결정되기 위하여 선별자들이 적절한 실행과 생산적인 결

과를 성취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스스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재훈련이 필요

한지를 알려주는 시험이다. 특별한 관능 시험은 평가자와 맛의 적용범위와 에 따라 페널 리더에 의

해 선별된다. 지속적인 참고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재 훈련여부의 결정에 이용된다. 

ISO 8586

 관능 시험(전문가): 
     평가사의 선발, 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침 II

  본문은 평가사 또는 ISO 8586-1에 선택판단을 충족하는 판매 또는 생산 및 제작과정에 종사하

는 사람들로 부터 탁월한 관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하기 위한 ISO 8586의 한 부분이다.

2.1. 선발

a. 이미 관능시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성을 볼 수 있다. 



•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 611 

부록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b. 감각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심에 의해 스스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 

c. 훈련과 정기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2.2. 잠재적인 전문평가원 

 

  페널 리더는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선택된 평가자의 행위를 평가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동안 그리

고 어떤 선발된 평가자들은 현저한 정확성을 보여야 한다. 

2.3. 잠재적으로 특성화된 전문가 평가자

 

훈련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후보자의 평가는 중요하다 감각의 성향에 대한 기억, 명확하고 논

리적인 관점의 유지 능력, 기술적인 관점의 기술, 산물의 범위의 배경지식(강의 책, 기술적 분야) 

그리고 다른 전문평가자들과 비전문가와의 의사소통능력 등이 중요하다.

2.4. 훈련 

  선발된 평가자들에서 요구된 것과 다르다. 선별된 평가자들을 산물, 마켓팅 특이성을 훈련을 위

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미각 또는 후각과 심리적 요인, 기본적인 통계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험은 선발된 평가자가 짧은 기억에 크게 의지하는 반면, 장시간 감각기억은 특성화

된 전문가 뿐 아니라 전문가 평가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훈련의 초기 단계 동안, 산물에 대해 

요구되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훈련생은 전문가의 조언으로부터 그리고 충분히 특성화된 전문서적

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는 장시간 기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시험해야 한

다. 전문가는 탁월한 정보와 같은 분류 검색의 판단하기 위한 경험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훈

련은 분류검색을 가지고 있는 시료를 측정함으로써 그리고 특성에 따라 시료를 측정한다.

  훈련생은 장시간 감각 기억을 개발할 목적으로써 감각 묘사의 역할을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전

문가와 의사소통 또한 요구되며 훈련과 훈련생의 시험 그리고 그들의 능력, 집중의 모니터링을 한

다. 전문평가사는 시료의 평가에 앞서 시료의 상태나 시간등에 따른 시료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선발 평가인도 시료의 현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생은 변화단계

가 다른 많은 수의 시료를 평가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는 광범위한 산물을 평가할 수 있

는 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평가사는 종종 경쟁자에 의한 시장가격이나 또는 상업적인 문제에 대

해 판단해야할 때가 있다. 훈련자는 시장가격 뿐 아니라 잠재적인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시료의 가

치에 따른 산물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자는 한번에 많은 수의 시료를 평가해야 할 경우

가 있다. 따라서 훈련자는 광범위한 시료를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평가의 기본은 명확

한 보고에 있다. 다음의 질문은 훈련기간이 논의되어야 한다. 

- 평가는 그룹으로 또는 각각의 개인에 의해 만들어 졌나? 만약 그룹으로 만들었다    면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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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독립적인가, 객관적인 평가인가? 

- 산물상태는 현 상태의 단계인가? 또는 앞으로 발전적일 가능성이 예고되는가?

- 보고양식: 예/아니오 또는 인정/불인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어를 선택할 때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ISO 5492)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형

태는 미리 선택되고 인정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리적인 결론은 서술형식으로 쓰

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 

2.5. 모니터링과 시험

  훈련인은 지속적인 평가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 Table 3-7의 차훈련은 훌륭한 전문평가사로 이

끌어줄 것이다. 훈련이후 짧은 그리고 긴 기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문평가의 일정한 평가

능력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결정에 있어 시장에서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전문평가자 역시 관능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지

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Table Ⅲ-7. 차 평가자의 훈련과정

 
중국의 차 평가자에 의해 발전된 훈련과정의 요약

 C1 물리적 그리고 건강 요구
 차 평가자는 건강해야 한다
 C2 시력
 국제표준시각그래프로 1.0이하여서는 안된다. 색맹은 불가하며  
potassium     dichromate solution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C3 후각
 차 평가자는 바닐라, 쓴맛, 자스민, 장미, 레몬등의 향을 평균이상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C4 미각  

 차 평가자는 설탕, 식초, 소금등을 용해된 상태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C5 전문적인 요구
 a. 차 평가자는 차 제조과정을 알아야 한다.
 b. 차의 질에 따른 등급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c. 차의 질적인 특징과 제조 그리고 판매에 대하여도 알아야 한다.
 C6 훈련
 오랜 시간동안 차의 판매또는 제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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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국내 수입 원유 및 유통제품유 내 유류계 PAH

 국내 수입 원유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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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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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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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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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 제품유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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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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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해역 퇴적물내 PAHs 배경농도

3.1. 광양만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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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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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기만 북부 조하대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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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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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기만 남부 조하대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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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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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기만 남부 조간대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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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산만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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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현만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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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세포 표층 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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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산 해역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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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울산 해역 표층퇴적물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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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해역 이매패류내 PAHs 배경농도

4.1. 경기만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담치, **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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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현만 담치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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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산해역 이매패류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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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울산 해역 담치 내 유류계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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