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여(呂)기자가 간다!

2020. 11월

New~~s flying from KCG HQ
「제6회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10.29/ 비대면 영상회의)
 주요내용 : 8개 우수사례(1차 통과) 최종 심사 실시~!
기관
해경

시상

관 서 명 (주 제)

1등

인천해경서 (장기계류선박)

2등

울산해경서 (안전한 울산항)

3등

군산해경서 (선박도면 찾아주기)

기관
공단

시상

지사명

1등

여수지사

2등

부산지사

3등

마산지사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효율적인 예방 역량 향상~!! ^-^
국민참여 조직진단 방제분야(울산해경서) 현장체험
 일시/장소 : 10.21(수)~22(목) / 울산 방제비축기지
 주요결과
- 방제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인력 증원 필요성 공감

현장체험을 통해 방제분야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컴붹” 하였다는~!
해상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확인절차 개선
 배경 : 선박 입출항법 개정·시행(‘20.10월)
 주요 변경사항
- (기존) 화역화물만 신고 → (변경)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적재화물을 신고하고, 화물적부도(Stowage Plan)를 제출

“Stolt Groenland호” 도출된 문제점 개선~! 사고대응 절처>_<
「바다야 사랑해~!」 언택트 정화활동 실시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일시/장소 : 10. 31(토) / 8개 해안가
 주요내용 : 화상 앱 실시간 정화활동

‘코로나-19’로 대규모 정화활동을 지양~! 삼삼오오
모여 쓰레기를 줍는 온라인 소통 캠페인 추진~!!

월간 여(呂)기자가 간다!

2020. 11월

New~~s flying from KCG HQ
인터폴 주관 해양오염단속 화상회의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 시: 10. 8(목) 14:00 ※ ‘코로나-19’로 영상회의 개최
 참석국가 : 한국 등 아·태지역 13개 회원국
- 해경청 : 주무관 김종우(불명오염 적발사례 발표)

인터폴 해양오염단속에 참여한 국가별 단속결과 공유, 국제협력 강화 ~!!

제8회 「영문 주제발표」 방제기술 아카데미 개최
 일 시 : 10.28(수) 14:00 / 발표3명(여영화, 김종우,홍동표)
 주 제 : ①불명오염사고 조사, ②국제협력 업무 소개
③NEBA&SIMA

급증하는 국제해사이슈에 유연하게
대응, 방제 관련 글로벌 역량을 강화~!!
방제전략 선택을 위한 해외 평가 Tool을 한번 살펴볼까요?
▶ “순환경적편익분석”?? (NEBA, 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
-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최적인 유류 유출 대응 기법을 선택
- 어떤 방제 방법과 대응 우선순위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
▶ “오염피해저감평가”?? (SIMA, Spill Impact Mitigation Assessment)
- 기본 개념은 NEBA와 비슷하나, 좀더 상세한 방법이 명시되어있음
- NEBA 에서 SIMA로의 전환 단계임 (가장 적절한 방제 옵션 선택)
※ 4단계 : ① 자료수집, 평가 → ② 결과 예측 → ③ 장·단점 평가 → ④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제8회 방제기술 아카데미 결과 및 메모를 참고하십시오~! (문의사항은 ASAP로 연락바람^^)

▶ 2020. November Event ; Coming Soon ~~!!! Just around corner!!
- 2020년 추계 해양환경·에너지학회 『저유황유 기획세션』 구성,발표 (11.13(금))
- 2020년 추계 해양환경안전학회 『 긴급방제조치 기획세션』 구성,발표(11.26(목))
-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사례 경연대회 심사 (11.13 (지방청) / 11.26 (본청))
- 해양경찰-포스코건설 업무협약(MOU) 체결 (11월 중 / 해양오염예방과)
- 해양오염 분석요원 대상 기름 감식, 분석 워크숍 (11.24(화) / 영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