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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Korea for 20 years(1993-2012), total number and average annual number of oil spills were 6,608 cases and total volume 
and average annual volume of oils spilt were 57,328 ㎘ and nearly 2,866 ㎘/year, respectively. The annual number of oil spills and annual 
amount of oil spilt tended to decrease with the lapse of year in Korea. As oil transportation worldwide continues to increase, many 
communities are at risk of oil spill disasters and must anticipate and prepare for them. Factors that influence oil spill consequences are 
myriad and rage from the biophysical to the social.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s and recovery apparatuses 
for oil spill accident in marine and proposed a developed oil diffusion apparatus which can be used to initial response stage by crew, and 
to extend golden times. This system can be minimized casualties for rescued people i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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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해양사고로 인하여 오일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Fig. 1). 표적인 국외 해상오일 

유출사고로는 1980년 Atlantic Empress호 사고(287,000
톤 유출), 1989년 Exxon Baldez호 사고(3만 7천 톤 유

출), 2010년 멕시코 만에서 Deepwater Horizon호 폭발

사고(약 68만6천톤 유출)가 있었으며 최근 20년간(1993
∼2013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오일오염 사고는 총 

6,608건이 발생하여 총 57,328 ㎘의 오일이 유출됨으로

서 연평균 330여건의 사고와 2,900여 ㎘의 유출량을 기

록하였다. 
통상적으로 ‘방재(防災)’는 태풍, 지진 등 재해를 예

방하는 차원의 접근에서 사용되고, 해양오염사고,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 예방 및 피해 

결과 수습 조치 차원에서는 ‘방제(防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방제체계를 

폭 개선․강화하였으며, 이후 10여년 동안 형 오

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제 체제 및 능

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

나 2007년 허베이 시프리트호 사고(12,547 ㎘ 유출)를 

겪으면서 방제 지휘체제상의 혼란, 해상 방제능력의 

한계, 국가방제기본계획과 지역방제계획의 비현실성, 
해안방제체제의 부재 및 책임기관의 이원화, 자원봉사

자 관리의 부실 등으로 방제조치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점이 두되었다2-5).
해양오일 오염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해양에 존

재하는 생물의 군집구조(community structure)에 변화를 

가져와 종 다양성과 개체수를 감소시켜 생태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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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uantities of oil spilt 7 tones and over(rounded to nearest thousand), 1970 to 20141). 

Fig. 2. Oil spill impacts framework(solid lines=linkages between 
oil spill occurrence and socioeconomic impacts, dotted 

lines=linkages between exogenous variables and outcomes8). 

이 저하되기 때문이다6). 
해상에 오일이 유출되면 연안 어종 먹이사슬의 파괴 

등으로 오염지역 부근의 생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

다. 또한 오일 오염의 영향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

을 주며 화력발전소의 취수구에 오일이 유입되면 산업 

활동 중단으로 지역산업이 몰락하게 된다7). 
국내․외적으로 연간 오일유출량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해상 오일유출

사고는 해양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커다란 해양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

하고, 생활환경 및 생태계 복원과 복구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Fig. 2).
외국의 경우, 해양방제조치 시 자연회복을 우선 고

려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

람들의 생존권․재산권과 관련되어 신속한 방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5). 따라서 오일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응체계와 함께 효과적인 방제장비를 갖추어 해상에 

유출된 오일을 조기에 회수, 제거하는 등의 응조치

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양유류 유출사고 발생시 꾸

준히 드러난 국가재난관리 역량부재, 지휘체계 일원화 

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후 골든타임 확보

라는 관점에서 초동 응기관의 전문인력․장비가 현장

에 도착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하기 이전단계에서 해당 

선박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1차 방제 체계를 갖출 수 

있 해양오일유출 확산방지기술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국내․외 해양오일 유출사고 현황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일 유출사고가 감소하고는 있

지만 관련 피해 발생시 생태계 복원 등 환경적․경제

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수보다 사고 발생

에 따른 피해 규모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위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Fig. 3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1990년에 358건(7톤 이상)의 사

Fig. 3. Spills 7 tones and over per decade showing the 
influence of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aratively large 

spills on the overall 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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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Number of oil 
spills
(Case)

total 285 345 265 287 329 287 253 252

oil tanker 26 36 23 18 37 25 32 12

cargo boat 33 47 32 36 33 39 48 26

fishing boat 112 141 98 125 140 97 66 77

Others 114 121 112 108 119 126 107 137

Volume of oil 
spills
(㎘)

total 365 14,022 436 111 601 369 419 635

oil tanker 11 12,623 301 8 149 1 1 3

cargo boat 58 141 3 10 82 60 222 439

fishing boat 21 49 34 18 131 52 6 18

Others 275 1,206 98 75 240 255 190 175

Table 1. Annual number and annual volume of oil spills in Korea for 8 years 2006~201310) (unit: number, ㎘)

고가 발생하여 1,133,000톤의 오일이 유출되었고 이중 

73%가 10건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의 경우 179건의 사고로 208,000톤의 오일유출 중 

55%가 4건의 사고의 결과로 나타났다4).

2.1. 국내 해양오일 유출사고 현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르면 해양 및 내부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사고로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폭발, 침
목, 기관손상, 인명사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등 10가지

로 분류된다. 
국내해양 사고로 인한 오일유출은 2007년도 태풍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영

향으로 전년도 비 사고 건수는 345건, 유출량은 

14,021.8 ㎘로 증가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총 피해면적은 34,703.5 ha에 이르며, 119,657건의 피해

신고가 충남, 전남, 전북에서 접수되었고 피해보상액에 

한 청구금액이 2,604,558백만 원이었다6),7),9). Table 1
처럼 2008년도에는 해양오염에 한 국민적 경각심 증

가로 인해 사고건수 및 유출량이 감소하였으나, 2009
년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2. 국외 해양오일 유출사고 현황

Table 2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세계의 연

간사고 건수를 선박오일유출량이 8-800 ㎘(7-700톤)의 

경우와 800 ㎘(700톤)를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그리

고 20년간 세계의 연간오일유출량을 선박오일유출량

이 8 ㎘(7톤) 이상의 경우에 하여 연도별로 나타내었

다. 오일유출량 8 ㎘(7톤) 이상의 사고건수는 20년간 

총계 420건으로 평균 21건/년이었다1),11). 
세계의 연간사고건수는 두 가지 유출량 범위에서 모

두 20년간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g. 4에

Table 2. Annual numbers and quantities of oil spills of 7 tones 
and above worldwide for 20 years 1993~ 20121),11)

Year

Annual number of oil spills Annual oil spillage

(A) 
7t≤ spillage

≤700t
(8㎘≤ 
spillage 
≤800㎘)

(B)
700t< spillage

(800㎘<
spillage)

(A+B)
7t< spillage

(8㎘<
spillage)

Volume
(㎘)

Quantity
(M/T)

1993 31 11 42 159,000 140,000

1994 26 9 35 147,643  130,000

1995 20 3 23 13,629 12,000

1996 20 3 23 90,857 80,000

1997 28 10 38 81,771 72,000

1998 25 5 30 14,764 13,000

1999 20 6 26 32,936 29,000

2000 21 4 25 15,900 14,000

2001 17 3 20 9,086 8,000

2002 12 3 15 76,093 67,000

2003 19 4 23 48,836 43,000

2004  17 5 22 18,171 16,000

2005  22 3 25 20,443 18,000

2006 13 5 18 26,121 23,000

2007 13 4 17 21,579 19,000

2008 8 1 9  3,407 3,000

2009 7 1 8 2,271  2,000

2010 4 4 8 13,629 12,000

2011 5 1 6 2,271  2,000

2012 7 0 7 1,136  1,000

Total 335 85 420 799,543 704,000

서처럼 2008년부터 크게 감소하였다. 오일유출량 8 ㎘
(7톤)이상의 사고에서 20년간 세계의 오일유출량은 총

계 약800,000 ㎘(704,000톤)로 평균 약 40,000 ㎘(35,200
톤)/년이었으며,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크고 연간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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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ends of annual number and volume of oil spills of 8
㎘ and above worldwide for 20 years 1993~20121).

수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의 감소에 따라 오일유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1).
이러한 추이는 해양오염원에 한 사전 예방관리에 

따른 해양사고의 감소 또는 관련 안전관리 법률 제정, 
방제기술 개발, 안전교육 강화, 그리고 국민적 경각심 

증가로 인해 사고건수 및 유출량이 감소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3. 해양오일 유출사고 대응 한계점

해상에 유출된 오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화과

정을 거쳐 오일이 물을 80%까지 흡수하여 부피가 증

가하고 유화물 상태로 되어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발

생시킨다. 표류하는 오일은 략적으로 풍속의 3%, 조
류의 100% 영향을 받아 이동하게 되며, 시간이 경과하

게 되면 점도가 높아져 해상에서 오일을 회수할 수 있

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6).
지금까지 해양오일 유출사고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

로 환경오염피해 영향분석 및 생태계 복원, 사고에 따

른 재난관리 체계 개선, 사고발생 이후 오일의 확산을 

방지의 오일펜스 기능 개선이나 해상 또는 해안가 주

변의 유출오일을 회수․중화하기 위한 유회수기와 흡

착포 등 방제물품 선진화, 유출오일제거 기술 등의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국가방제능력은 민관 

모두 합하여 약 1,200톤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유출된 

오일의 양은 5,035톤이었으며, 방제작업 기간 중 동원

된 선박은 부분이 어선으로 작업자들의 방제지식이 

부족하여 2차 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

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때

에는 주요항만에 방제장비 및 자재를 비축하는 기지가 

없어 초기 자재부족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포항, 울산, 
부산 해경 방제정이 사고해역으로 이동하는 데 1일 이

상이 소요되었다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발생 3개월 이전에 가상방

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가상훈련 시 사고 발생 15분 

만에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가 이루어지

고 이후 유관기관들의 협조 방제지원 시스템이 가동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박․해

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오일유출 지점으로부터 3시
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방제선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발생 3시간 35분이 지나서

야 방제정이 현장에 파견되어 응급 응이 늦어짐에 

따라 초동방제에 따른 효과적 응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다13).
유출되고 있는 오일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초동 원이 투입되는 위험한 경우

도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Fig. 5처럼 2014년 2월 

부산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L호 오일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특수구조단 원이 로프에 매달린 채 

쏟아지는 오일을 몸으로 막아가며 2시간 가량의 파공 

부위를 봉쇄하여 유출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나, 진
압요원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한 현장이었다. 

Fig. 5. Oil Spill accident of captin vangelis10)

Fig. 6. Oil spill recovery apparatu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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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

찰청 특공 는 유출유 회수를 위해 오일회수장치와 부

산해양경찰서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파공 봉쇄 및 

유출유 회수시스템을 각각 개발하였다(Fig. 6). 
오일회수장치의 경우 회수장치의 이탈방지를 위해 

배에 맞닿는 부분에 강력자석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

법으로 해상에 유출되는 오일을 초기에 직접 회수하여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파공 봉쇄 및 유출유 회수시스템은 영구자석을 이용

하여 봉쇄장치를 선체에 붙인 채 봉쇄작업 중 새나가

는 유출유는 수집기에 달린 호스를 통해 저장장치로 

옮겨져 해상으로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다. 두 기술은 모두 오일유출시 초동조치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작업자가 유증기에 직접 노

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일의 압력

을 이기고 구멍을 막는 것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3. 해양오일유출 확산방지 기술 

규모 오일유출사고 발생시 몇시간이 경과된 이후 

흡착포나 유화제 살포 등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한 것

도 방제효율을 떨어뜨린다. 지나친 화학유화제나 화학

적, 생물학적 방법은 2차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방

제기술 개발이 절실하다6).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개발한 장비와 같은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중요한 것이며, 현재의 초

동 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3H)과 재난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장비의 사용자가 

초동 응요원이 아닌 골든타임을 확보․연장할 수 있

는 사고 선박의 선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개

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재난현장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류 확산방지 장치를 선박에 사전에 비치하여 위기 

상황발생시 선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초동 응을 실시

하여 오일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포집된 오일은 

흡착포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

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3.1 오일확산 방지장비 설계 

오일확산 방지장치의 구성은 Fig. 7, 8에서처럼 지부

(110), 압축가스부(120), 팽창부(130) 및 확산방지부

(140)로 구성된다. 지지부(110)는 자성을 갖고 선박에 

오일확산 방지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며, 

Fig. 7. Apparatus for preventing oil diffusion(a).

Fig. 8. Apparatus for preventing oil diffusion(b).

압축가스부(120)는 지지부(110) 양측에 배치되어 압축

가스 버튼 작동으로 팽창부(130) 내부공간을 팽창시키

게 된다. 
해당 장치의 작동은 항공기의 비상문에 장착되어 있

는 탈출용 슬라이딩 장치의 작동과 유사한 원리이다. 
압축가스부는 로프(150)를 포함하여 오일확산 방지 

장치의 위치를 손쉽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확산

방지부(140)는 개폐부를 포함한 관통홀(145)를 가질 수 

있어 오일확산 방지장치 내에 확산이 차단되어 머물러

있는 오일을 외부로 회수할 수 있다.

3.2 오일확산 방지장비 운영체계

Fig. 9, 10처럼 사고 및 고장 등에 의해 선박으로부

터 오일이 유출되면 선원은 오일이 유출되는 초기에 

오일 확산 방지 장치를 바다에 투척하여 유출되는 오

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장비를 바다에 투척

하기 전 압축가스 작동부를 작동시켜 압축가스부(120) 
내의 압축가스를 팽창부(130) 내부 공간으로 이동시켜 

팽창부(130)를 팽창시킨다. 해당 장비는 팽창부의 팽창

에 의해 바다 위에 잘 뜰 수 있으며 바다 위에서 높은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어 유출된 오일이 바다로 확산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선원은 로프(150)를 이용․위치를 조절하여 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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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tivated apparatus for preventing oil diffusion. 

Fig. 10. Apparatus to be installed on a ship.

갖고 있는 지지부(110)를 오일이 유출되는 영역에 맞추

어 선박 표면에 고정 부착한다. 따라서 유출되는 오일

(11)의 확산이 안정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이후 사고 등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인력이 개폐

부(146)를 개방하여 관통홀에 호스를 연결한 후 오일 

확산방지 장치 내에 머물러있는 오일을 방제선에서 손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설계되어 있다. 
오일확산 방지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초동 응기

관의 방제인력과 장비가 도착하기 이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고 선박의 선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제

활동으로 현재 주로 이뤄지고 있는 바다로 유출된 오

일에 한 해상 방제작업 또는 연안을 오염시킨 오일

을 회수․제거하는 수동적 응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인 사고 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는 것이다. 

3.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원의 부족으로 오일확산 

방지장비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며, 유출 오일의 압력, 
해상의 풍속과 파고 등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

화할 수 있는 재난환경에 맞춰진 실증실험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이에 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4. 결론 및 고찰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오일유출 사고로 유출

된 오일의 양은 2007년 수입된 원유의 약 0.009%에 해

당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지역을 심각히 오염

시켰으며, 여전히 사고 유출량의 1만배 이상의 원유가 

국내의 해안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사고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2007년 이후 유사사고가 꾸준히 발생

하고 있고 해상오일 유출사고는 해양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생
활환경 및 생태계 복원과 복구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규모 해양오일 유출사고 발생시 몇 시간이 경과된 

이후 흡착포나 유화제 살포 등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

한 것도 방제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응 체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

제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기 상황발생시 초동 응기

관의 방제인력과 장비가 도착하기 이전 골든타임을 연

장하기 위하여 사고 선박의 선원들이 직접 설치․활용

할 수 있는 오일확산 방지장치를 제안하여 현재 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 방제작업 또는 연안 오일을 회

수․제거하는 수동적 응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

적인 사고 응 체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가재난관리 매뉴얼 및 행동지침 

등 관련 기준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또한 해당분야에 한 실증적 검증과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사고로 인한 

오일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적으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재난관

리 체계 개선 및 해양오일 확산방제 역량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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