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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선박평형수에 의해 외래 해양 유해 생물이 유입되어, 자국의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 경제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IMO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위해도를 평가하여, 유입 생물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생물종생물

지리적 위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 등 3가지의 위해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방법 중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범적으

로 작성한 위해도 평가 프로그램에 관해 기술하였다.

Abstract − Many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IMO, has noticed that foreign marine hazardous organisms,

which were introduced by ballast water, have disturbed the marine ecosystem of its own nation, and posed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and the value of environment and economy. Therefore, IMO has tried to manage

the introduced species by assessing the risk of ballast water, and suggested three risk assessment methods, such

as environmental matching risk assessment, speciesbiogeographical risk assessment, and 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 In this thesis, 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 method was considered, and a risk assessment pro-

gram established by applying it was described. 

Keywords: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Risk Assessment(위해도 평가), 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종

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1. 서 론

IM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항만에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관

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특정 해역의 생물 또는 병원균 등

이 선박평형수를 담고 있는 선박에 의해 전혀 다른 타 해역으로

이송되어, 그 해역의 환경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및

경제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선박평형수가

외래 생물종을 자국에 전파하는 매체로 이용되는 것이다(Robinson

et al.[2005]).

IMO에서는 오래 전부터 선박에 의한 대기 및 해수 중 배출

물에 대한 규제를 해 오고 있는데, 항만에 배출되는 선박평형수

에 대한 규제는 2004년에 선박평형수 국제협약(IMO[2004])을

채택하여 규제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발효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14개의 지침서를 제정하여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

도록 하였다.

14개의 지침서 중 G7(면제 위해도 평가) 지침서는 항만간 해양

생태 특성을 평가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해역들끼리는 평형수

협약의 적용을 면제하여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항만간의 해양생태 특성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생물종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위

해도 평가 방법 등 3가지를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EPC[2007]). 본 논문에서는 G7 지침서에 언급된 3가지 위해도

평가 방법 중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호주 CSIRO marine research의 Keith and Chad[2000]가 개발한†Corresponding author: torusgury@mo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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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해도 평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

로 구축한 내용에 관해 기술하였다.

2. 선박평형수 위해도평가 방법

선박평형수 국제 협약의 지침서 중 G7은 협약의 적용을 면제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항만간의 위해도를 평가

하여야 하는데, 인접 국가간 항만끼리는 평형수의 역내 유동량을

토대로 항만 환경, 생물종의 생태유사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에서

면제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O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해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MEPC[2007]).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Environmental matching risk assessment)

·생물종·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Species·biogeographical risk

assessment)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species-specific risk assessment)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온도나 염도 등

환경 조건의 유사도에 의해 평가한다. 환경 유사도가 높으면 생물

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해도가 높게 평가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평가된다. 생물종·생물지리적 위해도 평가는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존재하는 토착종, 비 토착종 및 유해 자생종들의

생물지리학적 분포를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두 지역 간 중

복되는 종이 많으면 새로운 유해종의 유입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

되어 위해도가 높게 평가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평가된다. 종

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는 사전에 식별된 유해종의 생활사와 내성

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및 새

로운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유

해종의 이동 가능성 및 생존 가능성이 높다면 위해도가 높게 평

가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평가된다.

평가 방법은 각각 특성 및 주요 관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평

가할 지역의 특성에 따라 3가지 방법을 단독으로 또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와 생물종·생물지리적 위

해도 평가는 생물 지리적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위해도 평

가에 적합한 방법이며,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는 생물 지리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한 지역 간의 위해도 평가에 적합한 방법이다.

지침서에서는 각 평가 방법에 대한 특성 및 필수 자료 등 기술

구현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구현 방법

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세계 각국은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이와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3. 선박평형수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은 사전에 식별된 유해종이 수용

항(선박평형수를 배출할 항)에 유입되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유해종의 생활사와 생리적 내성에 대한 정

보를 활용하여, 생리적 제약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그 생물종이

수용 환경에서 생존하거나 생애주기를 완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방

법으로 구현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 유해종의

일부 특징만을 고려한 방법들이 대부분인 반면, Keith and Chad

[2000]가 개발한 위해도 평가 방법은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 선박 운항 중에 유해종이 생

존할 확률,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의 4가지 확률을 이

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해종이 이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전 계산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

되어 있어 위해도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 기

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3.1 위해도 평가 방법

Keith and Chad[2000]의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는 4개의 확

률을 조합한 식 (1)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Riskspecies = (1)

여기에서,

p(ω) : 제공항(선박평형수를 흡입할 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Level 0)

p(φ) :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 (Level 1)

p(ψ) : 선박 운항 중에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Level 2)

p(υ) :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Level 3)

위해도는 level 0~level 3의 4단계 레벨을 통해 평가되며, 각 레

벨에서는 하나의 확률을 중점적으로 계산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상위 레벨에서는 중점적으로 계산된 하나의 확률과 하위 레벨에

서 계산된 확률 값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결국, 최종단계인 level

3에서는 4개의 확률이 모두 계산되며, 이를 모두 활용하여 위해도

를 평가한다.

p ω( ) p φ( ) p ψ( ) p υ( )⋅ ⋅ ⋅

Fig. 1. Calculation of p(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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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Level 0

Level 0에서는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p(ω)를 계산

하며, 계산 과정은 Fig. 1과 같다. 

p(ω)는 실해역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데, 실해역 조사에서 유해

종이 검출이 되었다면, p(ω)는 1이며, 그렇지 않다면 type II error

확률 값을 사용한다. Type II error 확률은 유해종이 실제로 존재

하고 있지만, 조사의 정점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을 확률을 말한다. 이 값은 정해진 값은 아

니며, Keith and Chad[2000]는 0.05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만약

제공항을 조사한 자료가 없다면, 제공항이 포함되는 bioreg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Bioregion에서 유해종이 검출이 되었

다면, p(ω)는 1이며, 그렇지 않다면 0.1이다. 유해종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 p(ω)의 값이 0.1인 것은, bioregion과 제공항은 생태학

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bioregion에 없는

생물이 제공항에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작은 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값은 정해진 값은 아니며,

Keith and Chad[2000]는 0.1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Level 0, level 1에서는 식 (1)을 사용하는 대신 식 (2)를 사용

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이는 하위 레벨에서 아직 계산되지 않은

확률을 간단하게 처리하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식 (1)과 식 (2)의 위해도를 구분하기 위해 risk와

hazard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Hazard = 1+Donor port pest status

− Recipient port pest status

+ Temperature tolerance score

+ Salinity tolerance score

+ Vessel infection score (2)

여기에서,

Hazard : 위해도

Donor port pest status :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Recipient port pest status :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Temperature tolerance score : 유해종이 수용항의 온도에 적응할

확률

Salinity tolerance score : 유해종이 수용항의 염도에 적응할 확률

Vessel infection score :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

식 (2)의 각 항은 0~1의 값을 갖고 계산된 위해도(hazard)는 0~5

의 값을 갖는다. 위해도 등급은 값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며 4~5

는 상 위해도, 3~4는 중상 위해도, 2~3은 중 위해도, 1~2는 중하

위해도, 0~1은 하 위해도로 평가한다.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재

할 확률은 level 0에서 계산될 p(ω)와 같으며, 선박에 유해종이 유

입될 확률은 level 1에서 계산될 p(φ)와 같다. 유해종이 수용항의

온도에 적응할 확률과 염도에 적응할 확률은 환경에 대한 내성을

표현한 것으로 level 3에서 계산될 p(υ)와는 다른 값이다. Level 0

에서는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을 아직 계산할 수 없기 때

문에 1로 간주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3.1.2 Level 1

Level 1에서는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 p(φ)를 계산하며,

계산 과정은 Fig. 2와 같다.

p(φ)는 선박이 제공항에서 선박평형수를 흡입할 때, 유해종이

선박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유해종이 선박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해종의 크기가 선박평형수 여과기의 지

름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물은 여러 단계의 life

stage를 가지고 있고, 각 life stage마다 생물의 크기가 다르다. 이

에, 유해종을 각 life stage별로 구분하여 생물의 크기와 여과기의

지름을 비교하여 생물의 크기가 크다면 p(φ)를 0.05로 하고, 크기

가 작다면 선박 내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아래

의 계산과정을 거친다.

유해종의 크기가 작아 선박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생

물의 서식 환경 및 행동 양식을 Table 1과 같이 몇 가지의 시나리

오로 구분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선박에 침투할 가능성을 다시 계

산하게 된다.

Table 1에서와 같이 서식 환경은 water column, soft substrate,

hard substrate, epiphyte의 4가지로 구분하고, 행동 양식은

planktonic, tycho-planktonic, nuestonic, vertical migrator, floating

detached의 5가지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중에 서식하면서(water column) 부유하는 행동

양식(planktonic)을 보이는 생물은 가능하지만, 부드러운 바닥에

서식하면서(soft substrate) 부유하는 행동 양식(planktonic)을 보이

는 생물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가능한 시나리오만은 분류하

여 Table 1에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흰색으로 표시된 시나리

오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Fig. 2. Calculation of p(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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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별로 행동양식과 서식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다르며, 한 예로 soft substrate에 살면서 vertical migrator

의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주광성에 따라 계산

하게 된다. 즉, 유해종이 주광성을 띄는 경우에는 낮에 많이 활동

하기 때문에, 선박평형수를 흡입한 시간이 낮이면 선박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밤이면 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각

시나리오별, life stage별로 계산하여, 최종 p(φ)를 구하게 된다.

Level 1에서는 vessel-infection score를 p(φ)와 같이 계산하고

level 0에서 계산된 값을 활용하여 식 (2)와 같이 위해도를 평가한다.

3.1.3 Level 2

Level 2에서는 선박 운항 중에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p(φ)를 계

산하며, 계산 과정은 Fig. 3과 같다.

본 level에서는 선박평형수와 동일한 환경 하에서 실험을 수행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을 구한 후, 선박

의 운항 일수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취하여 그 값을 p(ψ)로 사용

한다. 실험을 통한 유해종의 생존 확률 모델은 유해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Keith and Chad[2000]의 보고서에서는 식 (3)과 같

이 표현되는 inverse-gamma distribution을 사용하였다.

(3)

여기에서,

α: shape parameter

β: scale parameter

Level 2에서는 level 3에서 계산될 p(υ)는 1로 간주하고, 식 (1)

을 이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3.1.4 Level 3

Level 3에서는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p(υ)를 계산

하며, 계산 과정은 Fig. 4와 같다.

p(υ)는 유해종이 제공항에 존재하여 선박에 유입되고 선박의 운

항 중에 살아남았을 경우, 이 유해종이 수용항에 유입되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확률은 온도와 염도에 대한 유해종의

내성과 수용항의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염도, 최저 염도의 4

가지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평가 방법은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식 (4))과 kernel density estimation(식 (5))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조사정보의 양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4)

 f x;α β,( ) βα

Γ α( )
------------ x( ) α– 1–

exp
β
x
---–⎝ ⎠

⎛ ⎞=

F̂n t( ) 1

n
--- 1 xi t≤{ }

i 1=

n

∑=

Table 1. Vessel Infection Scenarios

LIFE-STAGE BEHAVIOUR

LIFE-STAGE HABITAT Planktonic Tychoplanktonic Nuestonic Vertical migrator Floating detached

Water column

Soft substrate

Hard substrate

Epiphyte

Fig. 3. Calculation of p(ψ). Fig. 4. Calculation of p(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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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t: 온도 또는 염도

: xi의 값이 t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1, 그 외의 경우는 0

(5)

여기에서,

h: bandwidth

K(u): 

이 방법들은 선박이 입항한 달(month)에 조사된 수용항의 온도

및 염도를 유해종의 내성과 비교하여, 유해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횟수를 계산하고 이를 확률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4개

의 환경 변수별로 확률을 계산하고, 4개의 확률 값을 곱하여 최종

p(υ)를 구하게 된다.

Level 3에서는 level 0~level 2에서 계산될 값과 p(υ)를 이용하

여 식 (1)과 같이 위해도를 평가한다.

3.2 위해도 평가 고찰

Keith and Chad[2000]의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을 이용

하여 Fig. 5와 같이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개발 언어는

Visual Studio 2005의 C#을 이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S-

ACCESS를 이용하였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환경

및 생물 정보, 유해종의 내성정보 등 데이터의 입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입력은 MS-ACCESS를 통해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Keith and Chad[2000]의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해도 평가의 단

계별로 결과를 검토하였다.

3.2.1 Level 0

구축된 시범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 방법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생물종, 항만 정보

를 입력하여 식 (2)에 의해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Keith and Chad[2000]는 수용항으로 호주의 Newcastle, 제공항

으로 일본의 Abashiri, Chiba, Fukuyama, 그리고 유해종은 asterias

amurensis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asterias amurensis는 일

본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Newcastle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asterias amurensis의 성체는 Newcastle의 온

도 및 염도에 충분히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었다(Keith and

Chad[2000]).

이와 같은 Keith and Chad[2000]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식 (2)의

각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

재할 확률은 1이고,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은 0.051)이

다. 유해종이 수용항의 온도 및 염도에 적응할 확률은 1이고, Level

0에서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은 1로 간주한다.

평가 결과는 Fig. 6과 같고 1년 내내 4.95로 평가되어 위해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Keith and Chad[2000]의 평가 결과와 동일하

며 구축된 시범 프로그램이 주어진 위해도 평가 방법에 따라 적

절히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에 사용된 asterias amurensis은 온도 및 염도에 대한 적응

확률이 큰 종으로, 높은 위해도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양한 생물에 대한 위해도를 보기 위해, 생물의 여러 특성을 Table

2와 같이 설정하여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2의 donor

port pest와 recipient port pest는 유해종의 생존 확률을 나타내며,

temperature tolerance와 salinity tolerance는 온도 및 염도에 대한

적응 확률을 나타낸다. 위해도 평가 결과는 Fig. 7과 같다.

식 (2)의 각 항목은 0~1의 값을 가지며, Fig. 7의 생물 C의 경

우와 같이 유해종이 제공항에 존재하고 수용항에는 존재하지 않

1 xi t≤{ }

f̂h t( ) 1

nh
------ K

x xi–

h
----------⎝ ⎠
⎛ ⎞

i 1=

n

∑=

1 u–( )1 u 1≤{ }

Fig. 5. Overview of risk assessment program.

1)유해종이 존재하지만 조사되지 않을 확률. Keith and Chad[2000]는 0.05를 사

용하였으며, 평가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Fig. 6. Result of level 0 hazard assessment.

Table 2. Sample Data for level 0 hazard assessment

Species
Donor port 

pest
Recipient port 

pest
Temp. 

tolerance
Salinity 

tolerance

A ○ ○ ○ ○

B × ○ ○ ○

C ○ × ○ ○

D ○ ○ × ○

E ○ ○ ○ ×

F ○ × × ×

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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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수용항의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은 생물이 위해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유해종이 제공항에 존재하

지 않고 수용항에는 존재하며, 수용항의 환경에도 적응할 확률이

적은 생물이 위해도가 가장 낮다. 한편, 식 (2)에서 제공항에 대한

항목은 1개인데 반해, 수용항에 대한 항목은 3개이다. 이는 level

0에서 수용항의 생물 및 환경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Level 1

Level 1에서는 level 0에서 1로 처리하였던 vessel-infection score

를 계산하고 식 (2)를 이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한다. Keith and

Chad[2000]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월

별 asterias amurensis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Keith and Chad[2000]의 연구 결과를 보면, asterias amurensis

가 선박의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를 갖는 larval life-stage

에서, 1월~7월까지는 수중에서 서식하여 선박으로 유입될 확률이

크고, 8월~12월까지는 해저면 근처에서 서식하여 선박으로 유입

될 확률이 낮아졌다. 하지만, Abashiri와 Fukuyama 항은 수심이

낮아 유해종의 서식지와 관계없이 선박으로 유입될 확률이 큰 것

으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Keith and Chad[2000]의 연구 결과를 통해 level 0

에서 1로 간주한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hiba 항에서 1월~7월까지는 확률 값이 1이고, 8

월~12월까지는 확률 값이 0.05이다. 반면, Abashiri 항과 Fukuyama

항은 1월~12월까지 확률 값이 1이다.

평가 결과는 Fig. 8과 같다. Level 0의 결과와 비교하면, Chiba

항 8월~12월까지의 평가 결과가 4로 낮아졌고, 1월~7월까지는

동일하였다. Abashiri 항과 Fukuyama 항은 4.95로 level 0의 결

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Keith and Chad[2000]의 평가 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시범 프로그램이 적절히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물은 Table 1에 보인 것과 같이 서식 환경 및 행동 양식에 따

라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몇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위해도를 평가해 보았다. 여기에서, donor port pest status, recipient

port pest status, temperature tolerance score, salinity tolerance score

는 asterias amurensis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제공항의 수심은

깊고, 선박평형수 흡입 시간은 낮이라고 가정하였다. 생물 특성은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Fig. 9와 같다. 생물 A는 수중에 부유하며 서식하

기 때문에 선박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 생물 B는 제공항의 수심

에 따라 평가되며, 수심이 깊기 때문에 선박에 유입될 확률이 낮

게 평가되었다. 이는 서식 환경(soft substrate)만을 고려하여 평가

된 결과이고, 행동 양식(tycho-planktonic)은 반영되지 못한 결과

이다.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유 특성이 나타나

는 시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물 C,

D, E는 서식 환경에 관계없이 부유 및 침강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물의 주광성과 선박평형수 흡입 시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다. 생물 C, E는 음광주성(negative phototaxis)을 띄기 때문에 위

해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생물 D는 양광주성(positive phototaxis)

을 띄기 때문에 위해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Fig. 7. level 0 hazard assessment using sample data. Fig. 8. Result of level 1 hazard assessment.

Table 3. Sample Data for level 1 hazard assessment

Species Habitat Behaviour

A Water column Planktonic

B Soft substrate Tycho-planktonic

C Water column Vertical migrator (negative phototaxis)

D Soft substrate Vertical migrator (positive phototaxis)

E Hard substrate Vertical migrator (negative phototaxis)

Fig. 9. level 1 hazard assessment using samp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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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Level 2

Level 2에서는 “선박 운항 중에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p(ψ)를

계산하고,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p(υ)는 1로 설정

한 후, level 0, level 1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식 (1)에 의해

위해도를 평가한다. Keith and Chad[2000]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

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월별 asterias amurensis에 대한 위

해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Fig. 10과 같다.

Level 0에서 계산된 dornor port pest status는 식 (1)의 p(ω)와

동일한 값이며, 모든 항에서 동일하게 1로 계산되었다. Level 1에

서 계산된 vessel-infection score는 식 (1)의 p(φ)와 동일한 값이며,

Abashiri와 Fukuyama에서는 1로 계산되었으며, Chiba는 1월~7월

까지는 1, 8월~12월까지는 0.05로 계산되었다.

p(ψ)는 선박의 운항 기간에 따라 평가되며, Abashiri에서

Newcastle까지는 14일이 걸리고, Chiba는 11일, Fukuyama는 10

일이 걸린다. 운항 일수를 생물의 생존 분포도에 대입하면 이 기

간 동안 생존할 확률이 계산된다. 하지만, Keith and Chad[2000]

에서는 asterias amurensis의 생존 분포도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p(ψ) 값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었다. 생존 분

포도는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고, 생존 분포도가 얻어지면 p(ψ)

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다. 한편, 각 항에 대한 p(ψ) 값

은 Keith and Chad[2000]에 제시되어있고 이를 이용하여 level 2

위해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Asterias amurensis의 생존 확률

p(ψ)은 Abashiri 항이 0.57, Chiba 항이 0.76, Fukuyama 항이 0.82

로 제시되었다.

Fig. 10의 Level 2 결과는 Keith and Chad[2000]의 평가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식 (1)에서는 4개의 확률 모두가 평가 결과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고 있고, 확률 값이 하나라도 작게되면 전체 위해도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Fig. 10과 같이 Chiba의 경우에 8월

~12월에 다른 확률은 큰 값을 갖지만 p(φ) 값이 0.05로 작아 전체

위해도는 현저히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식 (1)은 생물이 제

공항에서 수용항까지 이동하는 동안 생존할 수 있는 4가지 확률

을 고려한 것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생존 확률이 낮으면 수용항으

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도가 낮아지는 것은 타당한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p(ψ)의 신뢰도 있는 확률 값을 얻기 위해서는 유해종에

대한 수많은 실험과 선상 조사를 통해 생존 분포도로 사용되는

inverse-gamma distribution의 shape parameter α와 scale parameter β

값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4 Level 3

Level 3에서는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 p(υ)를 계

산하고, level 0~level 2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식 (1)에 의해

위해도를 평가한다.

p(υ)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해종의 life stage별 온도 및 염도

에 대한 내성, 수용항의 일별 온도 및 염도 정보가 필요하다. 하

지만 Keith and Chad[2000]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공개

되어 있지 않아 p(υ)를 직접 계산할 수 없었고, level 3 위해도 평

가를 수행할 수 없었다. 다만, 이들 데이터는 실험에 의해 얻어질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p(υ)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개되

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구축된 시범 시스템

의 결과는 Keith and Chad[2000]의 결과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Keith and Chad[2000]에 의해 평가된 level 3의 결과는 Fig. 11

과 같다.

p(υ)는 유해종의 모든 life stage에 대해 계산되며 그 중 가장 큰

값을 취한다. 평가 방법은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과 kernel

density estimation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Keith and Chad[2000]

는 수용항의 환경 정보 양이 적어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υ)는 유해종의 life stage별 온도와 염도의 내성 정보와 수용

항의 온도, 염도 정보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확률

값을 얻기 위해서는 유해종의 life stage별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조사를 수행하여 최신의 정보

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IMO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해

Fig. 10. Result of level 2 hazard assessment. Fig. 11. Result of level 3 hazar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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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를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3가지 위해도 평가 방법 중 생물

지리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한 지역 간을 평가할 수 있는 종별 특

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개발된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 중 Keith and

Chad[2000]가 개발한 위해도 평가 방법은 제공항에서 유해종이

존재할 확률, 선박에 유해종이 유입될 확률, 선박 운항 중에 유해

종이 생존할 확률, 수용항에서 유해종이 생존할 확률의 4가지 확

률을 이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해종이 이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전 계산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위해도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 방법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위해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시범 프로그램의 위해도 평가가 적절히 수행됨을 확인하

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 결과를 Keith and Chad[2000]

의 위해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의 검토 결과는 다

음과 같다.

① 위해도는 4 단계의 level별로 평가한다.

② Level 0와 level 1에 의한 위해도 평가는 유해종의 이동 확

률은 고려하지 않으며 항만의 생물 및 환경 변수만을 고려하여 평

가를 수행한다. 또한, 제공항보다는 수용항의 변수들이 평가 결과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최종 평가 결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 반면, level 2와 level 3에 의한 위해도 평가는 제공항과 수

용항의 생물 및 환경 변수뿐만 아니라 유해종이 이동하여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르게 평가하고 있어 최종 평가 결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확률은 0이 아닌 작은 수로 설

정하며, 이는 조사 결과나 정보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

이며, 식 (1)에서 하나의 변수에 의해 전체 위해도 결과 값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수치는 아래와 같이 0.1

또는 0.05로 설정되었지만, 설정 값은 임의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

에 향후 연구를 통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제공항에 유해종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조사되지 않을 확률 : 0.05

- 제공항이 속한 bioregion에서 유해종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제

공항에는 존재할 확률 : 0.1

- 유해종의 크기가 선박평형수 여과기의 지름보다 커서 선박에

유입되기 어렵지만 유입될 확률 : 0.05

- 수용항에 유해종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조사되지 않을 확률 : 0.05

⑤ Level 1에서는 생물종의 서식 환경과 행동 양식을 모두 고

려하여 위해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vertical migrator의 행동 양식

을 갖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서식 환경만을 고려하고 행동 양식은

고려하지 않고 위해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Level 2와 level 3에서는 유해종이 선박 운항 중에 생존할

확률과 수용항의 환경에서 생존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한다. 신뢰도 있는 확률 값을 얻기 위해

서는 수많은 실험과 선상 및 실해역 환경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자료들은 위해도평가를 수행할 상대국

의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보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국가간 협력과 협의

에 따라 Keith and Chad[2000]의 위해도 평가 방법과 이 방법으

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주변국들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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