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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다. 지속적으로 사고발생과 결과(MM유형)를 보인 주요 항만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의 해역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적 사고로 확대될

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사고빈도분석과 그에 따른 사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LH유형도 서해 연안 및 도서 해역에서

결과분석을 통한 위험도 매트릭스 분석으로 나타난 해역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매우 높은 HH유

위험도를 기초하여 효과적인 해역별 대비/대응 전략 수립을

형도 군산 해역에 나타났다.

위해 위험도 유형을 분석했다.

2. 연구방법
위험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사고빈도와 사고결과
가 높은 15점에서 25점까지의 위험도를 가진 HH유형과 사
고빈도와 사고결과가 낮은 1점에서 4점까지의 LL유형을 선
정했다. 사고빈도는 높고 사고결과는 낮은 HL유형과 사고빈
도는 낮고 사고결과는 LH유형은 양 끝단에 위치한 4점부터
12점까지 위험도를 가진 각각 4개 범위와 그 가운데 위치한
6점부터 12점까지의 5개 범위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각 범위
를 25개의 매트릭스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유형을 구분하여
표출했다.

4. 결 론
기릉유출사고 해역별 위험도를 기초하여 사고빈도와 사
고결과의 특징을 고려한 위험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요항
만이 포함된 해역에서는 사고빈도와 사고결과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서해안 및 남해 도서 해역에서는 사고빈도

3. 결과 및 고찰
위험도 유형을 매핑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

는 낮지만 사고결과는 놈은 위험도 유형을 보였다. 위험도
유형을 통해 해역의 기름유출사고 유형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방제장비 배치 및 동원 등 의사결정지원으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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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대비/대응 전략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