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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주

1. 연구목적

호주해사안전청(AMSA)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고관리관

본 연구에서는 해상HNS유출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의 HNS사고대응 교육내용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ncident Controller)과정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

(IMO) HNS 대응과정 매뉴얼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해상

시하였다.

정리하여 제

HNS유출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리자 과정 보수

2.4 영국

교육용 교재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민간교육 훈련교육기관인 OSRL(Oil Spill Response
Ltd.) 및 BH(Braemar Howells)이 운영하는 교육

2. 외국의 교육

주요 내용을 요약

2.5 국제해사기구

2.1 미국

국제해사기구(IMO) 매뉴얼의 HNS 실무자 수준(Operational

미국연안경비대 훈련센터(USCG TC)가 운영하는 상설 과
정 중에서 해상HNS유출사고 대응 관련 교육
주요 내용을 정리

훈련과정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훈련 과정별

Level) 및 HNS 관리자 수준(Manager Level)의 주요 내용을 요
약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교통부(US DOT)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서 HNS 유출 대응 관련 주요 교육과정(IMDG Code 과정, 방
사성물질운송과정)의

3. 결 론

민간교육기관

본 연구에서는 해상HNS유출사고 대응 관리자 과정 중에

NRC(National Response Corp)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해상

서 보수교육의 교재 내용은, 국제해사기구 HNS 대응과정 매

HNS유출 대응 관련 주요 교육과정(위험물질대응과정, 해상

뉴얼의 관리자 수준(Manager Level)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HNS대응과정, 위험폐기물

비상대응과정, 사고지휘체계과

중심으로,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의 관련 교육 내용

정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중에서 주요 내용(예들 들면, 사고지휘체계, 위기관리, 위험

주요

내용

그리고

2.2 캐나다

평가, 훈련계획, 도상훈련 등)을 취사선택하여 보탬으로써

해상HNS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기관인 캐나다연안경비

국내 HNS유출사고 대응 관리자 과정 보수교육 교재 개발

대(CCG)가 운영하는 현장지휘자 과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

(안)을 제시하였다.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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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술 개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