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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석유 지하 탱크에 관련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로 연락할것:   

Kristopher Grinnell 
UST Coordinator 
360-407-7382 
USTrule@ecy.wa.gov 

장애자를 위한 도움 

시각 장애자를 위한 시청물 신청은 

306-408-7668 혹은 관련 웹으로 

연결하여 신청할것 
https://ecology.wa.gov/accessibility.  
청각 장애자를 위한 도움 

요청은 Washington Relay Service at 

711.  구두 장애자는 TTY at 877-833-
6341. 
 
 

석유 지하 탱크 관리법 

2018년 7월 18일 주환경부는 현존 주법 (Chapter 173-360 WAC) 을 

재구성하여  새로히 Chapter 173-360A WAC - 석유 지하탱크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석유 지하탱크 관리법은 오는 의회에 8월 1일 에 등록 되며 2018년 

10월 1일  에 발효된다. 

석유 지하탱크 관리법은 석유와 다른 유해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주위로 

누출되면 탐지후 정화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변경 사항 

주환경부는 현존 주법 (Chapter 173-360 WAC) 을 재구성하여  새로히 법 

(Chapter 173-360A WAC) 을 제정하여 기존 법규를 대신 한다: 

• 연방법 (in 40 CFR Parts 280 and 281) 일치한 주법을 개정유지함 (예: 

새로운 석유지하탱크 관리 유지법 과 공항의 소화용, 현장에서  직접 

건설 설치한 석유 탱크 관리법)  

• 주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하여금 필수사항을 변경 가능 하게함 

(예: 석유지하 탱크 운용 면허 관련 허가 (Chapter 90.76 RCW)   

•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사항을 개정함 (예: 운용/관리자 필수 요건) 

• 현행법을 개정하여 타 주법와 연방법과 일치하며,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개정 (예: 현행법 재개편) 

개정법 전문초안과  달라진 요점은 아래 엡을 참조: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
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mailto:USTrule@ecy.wa.gov
https://ecology.wa.gov/accessibility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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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석유 지하탱크 관리법은 

주환경부의 오염방지법 중 가장 

중요한 법규중 하나이다.     

현재 주전체에 걸쳐 약 9000 개의 

탱크가 3,300 개의 시설에 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주환경부가 통괄 

관리하여 석유와 유해 물질을 

누출을 방지함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있다. 

석유 탱크에 서 누출로 야기된 

오염이 전체 오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매년 

수백건 에서 현재 약 50건정도의 

누출로 감소 추세이다.  간혹 

누출이 되더라도 누출 방지 장치로 

인해 소량의 비용으로 청소를 

할수있다.  

개정법 발효일 

2018 년 10 월 1 일 
 
 

 

Figure 1.탱크 검사중인  환경부 직원. 

법개정에 따른 관련된 업주 

다음과  같은  석유 지하탱크 관련 업자가 이번 법개정과 연관이 있다:  

• 관리 운영자 

• 시설 설치및 수리업자 

• 석유를 배달혹은 폐기류를 수집업자  

• 오염 보험을 제공하는자  

• 관리 운영자를 교육하는자  

접수된 시민 조언에 관한 환경부의 소견문  

주환경부는 청문회 기간 동안 접수한 조언에 관한 대응문 요약을 아래와 같이 

준비:  

• 법규 초안 변경에 관한 원인설명. 

• 초안과 최종 법규의 차이점 설명. 

• 일반시민이 제출한 조언에 대한 환경부의 소견서 첨부 

관련 법규 참조: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 
SummaryPages/1809059.html. 

접수된 시민 조언참조: http://cs.ecology.commentinput.com/?id=usNx2. 

재고요청 

관련법 채택은 행정법 (Chapter 34.05 RCW) 과 주헌법 (RCW 34.05.330) 에 

의거 재고 요청할수있다. 

시행및 현장 적용 

주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했다. 아래 웹 참조: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SummaryPages/1809060.html. 

교육훈련  

법규 개정에 따라 주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세번의 교육훈련의 기회를 탱크 

관리자와  시설 설치 수리업자를 위해 마련했다. 질문과 대답의 기회를 가진후 

교육을 시작한다 

1. August 7, 2018, at 9:00 am (환경부 직원이 직접 참가) 
Department of Ecology 
Eastern Regional Office 
4601 N Monroe Street 
Spokane, WA 99205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0bSummaryPages/1809059.html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0bSummaryPages/1809059.html
http://cs.ecology.commentinput.com/?id=usNx2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SummaryPages/1809060.html


Toxics Cleanup Program
 

Publication 18-09-057 KO July 2018 Page 3 

2. August 8, 2018, at 9:00 am (환경부 직원이 직접 참가) 

Department of Ecology 
Northwest Regional Office 
3190 160th Ave. SE 
Bellevue, WA 98008  

3. August 9, 2018, at 9:00 am (환경부 직원이 직접 참가 혹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 
Department of Ecology 
Southwest Regional Office 
300 Desmond Dr. SE 
Lacey, WA 98503 
 
인테넷:  

인테넷을 통해 교육훈련 받을수 있는 기회로서 아래의 엡을 통해 연결할것: 
https://watech.webex.com/watech/j.php?MTID=maabe201f82dc5888b7f8c6dd0531a75e.  
전화로는 무료 전화를 사용할수 있다. +1-240-454-0887  으로 연결후에 관련  코드를 (801 746 236) 입력후 통화를 

기다리면 된다.  혹은 개인번호를 제공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으면 된다. 

추가 정보: 

• 법규 개정 공고 (CR103 Form):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 
Rulemaking/TCP/WAC173-360A_-16-02/Rulemaking-Adoption-Notice-(WAC-173-360;-WAC-173-3. 

• 개정 법규 초안 전문: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 
WAC173-360A_-16-02/Repeal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 개정 법규 채택안 전문: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 
WAC173-360A_-16-02/Adopt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 법규개정 상황과 변경요약문 전문: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
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 석유 지하 탱크 관리 프로그램: https://ecology.wa.gov/Spills-Cleanup/Contamination-cleanup/Underground-storage-tanks. 

• 이메일로 법규 변경 사항을 수시로 알고 싶을때: http://listserv.ecology.wa.gov/scripts/wa-
ECOLOGY.exe?A0=ECOLOGY-UST-RULE. 

보충 언어 선택:  
• Español (Spanish):  Para más información o para solicitar un intérprete, favor de comunicarse con Kris Grinnell al 360-407-

7382. 

• 中文 (Chinese):  若需更多相關訊息或需翻譯員,請聯絡 Kris Grinnell,電話:360-407-7382. 

• Tiếng Việt (Vietnamese):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hoặc cần thông dịch viên, xin vui lòng liên hệ Kris Grinnell tại số 360-
407-7382. 

• 한국어 (Korean):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통역이 필요하면 Kris Grinnell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360-407-7382. 

https://watech.webex.com/watech/j.php?MTID=maabe201f82dc5888b7f8c6dd0531a75e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Rulemaking-Adoption-Notice-(WAC-173-360;-WAC-173-3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Rulemaking-Adoption-Notice-(WAC-173-360;-WAC-173-3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Repeal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Repeal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Adopt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https://ecology.wa.gov/Asset-Collections/Doc-Assets/Rulemaking/TCP/WAC173-360A_-16-02/Adopted-rule-language-(WAC-173-360;-WAC-173-360A)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Laws-rules-rulemaking/Rulemaking/WAC-173-360-Mar16
https://ecology.wa.gov/Spills-Cleanup/Contamination-cleanup/Underground-storage-tanks
http://listserv.ecology.wa.gov/scripts/wa-ECOLOGY.exe?A0=ECOLOGY-UST-RULE
http://listserv.ecology.wa.gov/scripts/wa-ECOLOGY.exe?A0=ECOLOGY-UST-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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