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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숙지함으로써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

해양오염사고 대응지원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방제의사결

요가 있다. 셋째, 최적 의사결정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

정라인에 속한 현장지휘관(참모 포함) 및 팀장에게 의사결

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각 담당자별로 필수 또는 참

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상황에 가장 적합

고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그 정보가 어떤 용도로 활용

한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합리적 방제실행이 가능하도록 지

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넷째, 대응지원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원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발생 가능

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상기 분석과정을 통해 도

한 시나리오별로 사전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출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의 활용범위

본 연구는 상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를 종합하여 최적 시스템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4. 결 론
2. 연구방법

해양오염방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통합지휘부에 속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해양오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방제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때로

염방제 현장대응체계 이해, 2)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편제

는 협력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해양오염

및 구성단위별 역할 분석, 3) 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방제는 사고 발생에서 방제종료에 이르기까지 초동조치, 전

도출, 4) 대응지원시스템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략수립, 행동계획수립 및 실행, 현장대응결과에 따른 후속조
치 등 다양한 업무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각 단계별 의사결

3. 결과 및 고찰
첫째,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대응지원시스템 개발은 오염사고 발생부터 종료까지(사
후조치 포함) 방제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편제 및 구성단위별 역할을 이
해해야 한다. 해경의 방제조직 편제 및 구성단위별 역할을
jhyun@kmou.ac.kr, 051-410-4279

정자의 최적 판단에 의한 오염피해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대응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의사결정과정
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자료의 종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응지원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