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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질병 확산 모형은 질병의 확산 과정을 모형화 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고 퍼지는 시간 내에서 통
제하기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확산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SIR 모
형에 기본적인 확장 접근을 하여 접촉군 (exposed)이라는 단계를 추가한 SEIR 모형을 이용하여 모
형 구축을 하였다. 이 모형은 감염 대상군 (susceptible)의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 된 잠복기를 거쳐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감염되어 감염군 (infected)으로 이동한 후 다시 회복군 (removed)으로 이동
하는 모형이다. 이와 같이 질병에 감염된 후 감염력이 생기는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병의 확산 과정
이 결정적이 아닌 확률적인 흐름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포아송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보고 확률적 화학
반응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SEIR 모형의 세 모수인 질병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접촉률 (exposed rate), 질병의 감염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률 (transmission
rate), 질병의 회복정도를 나타내는 회복률 (recovery rate)를 추정함으로써, SEIR 모형에 적합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또한 접촉군이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을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하여 접촉군을 생성하는 과정을 전체 모형 구축 과정에 추가하였다.
주요용어: 메르스, 질병 확산 모형, 확률적 모형, SEIR모형.

1. 서론
질병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극도의 고통을 비롯한 스트레스와 신체기관의 기능 상실, 죽음까지 뜻한다.
보통 질병 (disease), 질환 (illness), 병 (sickness)은 구분 없이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메르스
는 질병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질병 (disease)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 전염병으로 말하기도 한
다. 전염병의 확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겨울철 발생하는 감기이다. 감기는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며 바이러스성 감염을 나타낸다. 호흡기 질환은 대부분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원인이 불분명한 바이
러스성 호흡기 질환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역사회를 마비시켜 국가 재난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은 2014년에 발생한 에볼라 (ebola), 2015년 메르스라 불리우는 중동호흡
기 증후군을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다. 에볼라와 메르스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었으며 두 질병은 모
두 전염력을 가진 전염병이라는 것이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생물의 감염에 의하여 차례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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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볼 수 있다. 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나타났으나,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하였다. 처
음에 정부를 포함한 국민들도 메르스라는 질병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으나, 첫 환자 발생 이후 5-10일 동
안 메르스는 빠르게 번져갔으며 사망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메르스의 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
으며 2차 감염, 3차 감염을 통해 4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감염을 통해 번
지는 전염병에서는 그에 대응할 전략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 방역망이 한번 뚫리게 되면 그에 따른 접
촉을 통해 다른 환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뿐만 아닌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하고
식별하기 어렵다. 최초 메르스가 확산됐던 병원이 병동 폐쇄를 택하고, 인근 공공 기관이 적절한 대응
방침에 돌입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는 감염력을 가진 질병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 (risk)을 뜻한다.
감염성 질병에 대한 공포는 실제 질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되며 그것은 곧 질병의 확산을 나타내
게 된다. 전염병의 감염 전파 또는 확산 과정을 모형화 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고 퍼지는 시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염병 모형 (epidemic model)이란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의 확
산 및 전파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질병 확산 모형 (disease spread model)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염병은 모집단 내에서 확산 양상을 만들어 퍼져 나가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전염병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 모형을 구축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질병에 대한 특징인 감염 기간, 전파 속도,
잠복기, 감염 이후의 면역성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얻은 질병에 대한 특징들
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염병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SI, SIR, SIRS, SEIR 등이 있으며, 이 모형들은 질병의 진행 과정
을 나타낸다. Figure 1.1은 현재 질병 확산 모형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염병 모형들이다. SI
모형은 S (susceptible)에서 I (infected)로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며, 감염대상군에서 감염이 되는
모형이다. SIR 모형 안에서 진행 상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S (susceptible) - I (infected) - R
(removed)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S (susceptible)는 감염대상군으로 전체 모집단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감염대상군에서 감염이 된 집단은 I (infected)으로 나타나
게 되고 그로부터 사망하거나 회복된 개체의 집단은 R (removed)로 나타낼 수 있다. SIR모형은 이와
같이 S에서 I로 진행, I에서 R로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질병의 확산을 나타낸 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 SIR모형은 Kermack와 McKendrick (1927)에 의해서 질병 유행의 초기 조건과
확산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Ryu와 Choi (2015)는 SIR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Gillespie
(1977)가 제시한 Gillespi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말라리아 자료에 적용하였
다. Lim 등 (2016)은 SIR모형을 이용하여 질병 확산 모형의 대표적인 SIR모형을 이용하여 감염 기간
을 계산한 후 접촉일 기준과 확진일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와 다르게 회복군에서 일부가 다시 감염 가능군으로 전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한 모형은 SIRS 모
형이 된다. 즉, SIRS 모형은 감염한 후 회복되어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갖는 모형이다 (kim, 2010).
Neurirth와 Arganbright (2004)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따른 SIR모형에 기
본적인 확장 접근하여 노출 기간이라는 단계를 추가한 SEIR 모형을 구축하였다. SEIR 모형은 감염대
상군 (susceptible)으로부터 감염되어 감염군 (infected)이 되는 과정에서 질병의 접촉군 (exposed)이라
는 단계를 추가한 모형이다. 즉, 질병에 감염된 후 감염력이 생기는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었고 지금도 많은 연구에서 모형으
로 활용되며 실제 전염병의 확산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Assiri 등 (2013)은 SEIR모형을 이용하여 메르
스 데이터로 감염기간을 구축하여 모형화 하였다. 이러한 전염병 모델링은 20세기 초부터 체계적인 연
구가 진행되었다. Ross (1911)은 말라리아 질병은 모기가 옮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확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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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함으로써 예방하였다. Hwang 등 (2007)은 비선형 회귀식으로 표현되는 SIR모형을 적용하여 말
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 홍역 자료에 적용하여 모형 적합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였다. Lee 등 (2009)은
국내 쯔쯔가무시증의 감염자의 분포를 후향연산식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SIRS모형을 이용하여 유병자수
를 추정하였다.

Figure 1.1 Epidemic models for infectious diseases

앞서 언급했듯이,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은 그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초기에
순간적인 대응부족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 인식과 예방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 모형에 대하여, 모수 추
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전염병 모형의 정의와 종
류에 대해 알아보고, SIR모형에서 질병의 군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SEIR모형과 질병 확산 과정을 확률
적 (stochastic)인 과정에 따라 확산한다고 보고 확률적 질병 확산 모형과 Gillespie (1977)의 확률 시뮬
레이션 알고리즘 (stochastic simulation algorithm)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연구대상 정의 및 발생현
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연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자료를 적합시키고 확산의 추세에 대한 예측 결과
를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으로 4절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대해 정리하며, 연구 방법의 한계점과 향후 대
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확률적 질병 확산 모형
2.1. 화학 반응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확산과정이 결정적 형태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확률적 과정으로 움직인다고 보
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확률적 화학 반응 모형 (stocastic chemical
reaction model)을 이용한 확률적 SIR을 이용하여 질병 확산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Choi와 Rempala, 2012; Andersson과 Britton, 2000). 화학 반응 모형은 다수의 종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구성
된 동태적인 움직임으로 모형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구성하는 종들의 변화는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특정시점에서 관찰된 종들의 크기 X는 종들 사이의 반응 (reaction)에 의해 결정이 된다. 화
학 반응 모형은 종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반응으로 구성되어지며, 종들은 생성하거나 소멸하게 된
다. 모형이 총 K개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k번째 반응은 이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는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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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νk 와 생성되는 종의 수 νk 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각각의 반응은 위험함수 hk (x)에 비례하여 발생
한다고 가정하면 시점 t에서 k번째 반응이 발생함으로써 종들의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Choi,
2015).
′

X(t) = X(t−) + νk − νk ,
여기서 (t−)은 이전 시점의 극값을 나타낸다. 시점 t까지 k번째 반응이 발생한 총 수를 Rk (t)라 할 때

Z t
(2.1)
Rk (t) = Yk
hk (X(s), θk )ds
0

를 만족하며 여기서 Yk 는 독립적인 포아송 확률과정을 따른다. 또한 위험함수 hk 는 포아송 확률과정의
rate를 나타낸다. θk , k=1, · · ·, K는 각 반응식에 할당된 반응상수이다. 다음 X(t)와 같은 방정식을 만
족한다.

X
X Z t
′
′
hk (X(s), θk )ds (νk − νk )
X(t) = X(0) +
Rk (t)(νk − νk ) = X(0) +
Yk
(2.2)
k

k

0

화학 반응 모형의 예로는 Lotka-Volterra 모형과 유전자가 단백질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인 자기조
절 (auto-regulation) 모형 등이 있다. 화학 반응 모형으로 나타내면 SEIR 모형을 구성하는 4개의 종
(S,E,I,R)과 세 개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다음 확률적 반응 모형으로 구현하면 식 (2.1)과 같
다.
λ
S+I −
→ E + I : h1 = h1 (S, E, I, R) = λSI
γ

E−
→ I : h2 = h2 (S, E, I, R) = γE

(2.3)

δ

I−
→ R : h3 = h3 (S, E, I, R) = δI
식 (2.1)에서 4개의 종은 감염 가능군, 접촉군, 감염군, 회복군의 실제 집단 크기이다. 첫번째 반응식
은 감염대상군 S의 한 개체가 감염군과 접촉하여 접촉군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반응식
은 접촉군의 한 개체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감염군으로 이동을 나타낸다. 세 번재 반응식은 감염군 I의
개체 하나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회복군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한 반응식이다. 각각의 반응식은
반응 상수 (reaction constant)가 할당된다. 식 (2.3)에서 부여된 모수 λ, γ, δ는 각각 접촉률 (exposed
rate), 감염률 (transmission rate), 회복률 (recovery rate)을 나타낸다.
2.2. 모형 추정 방법
각 종들은 각각 연속 시간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각 반응의 발생들은 위험함수 (hazard
function) h1 , h2 , · · · hk 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Gillespie 알고리즘에 근거한 관찰된
자료의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oys 등, 2008; Choi와 Rempala, 2012; Seo와 Choi,
2015).
Z

T

L(θ, X) = Πri=1 hki (x(ti−1 ), θki )exp

h0 (x(t), θ)dt

(2.4)

0

P
여기서 h0 (x(t), θ)= K
k=1 hk (x(t), θk )를 만족한다. 식에서 r은 발생한 전체 반응의 총 수이고, T 는 총
관찰구간의 끝 시점을 나타낸다. 또한 각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hk (x, θk ) = θk gk (x) k = 1, · · ·, K
위험함수 h(·)는 반응상수 θ와 독립인 함수의 곱의 형태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위의 우도함수
식 (2.4)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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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θ, X) =

Πri=1 θki gk (x(ti−1 )) exp

Z
−
0


Z
rk
exp
−θ
∝ ΠK
θ
k
k=1 k

T

K
TX

!
θk gk (x(t))dt

k=1


gk (x(t))dt

0

따라서 각각의 반응상수 θk 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θk 에 대한 우도 함수는 감
마 분포에 비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반응상수 θk 에 대한 최대 우도 추정량은 식 (2.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PT
rki
rk
θˆk = R T i=1
= RT
, k = 1, 2, · · · , K
(2.5)
gk (x(t))dt
gk (x(t))dt
0
0
rki 는 시점 i에서 k번째 반응이 발생한 수를 나타낸다. 즉 rk 는 전체 관찰 시간에서 총 발생한 k번째
반응의 수를 나타낸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반응상수를 추정하기 위해, 모수에 대한 우도함수가 감마분포를 따르기 문
에 공액 관계가 있는 감마분포를 사전분포로 할당할 수 있다. 사후 분포는 식 (2.6)와 같은 감마분포를
따른다.
θk = Γ (ak , bk ), k = 1, · · · , K
Z T
(2.6)
θk |x∼Γ (ak + rk , bk +
gk (x(t))dt), k = 1, · · · , K
0

2.3. 확률적 SEIR 모형의 모수 추정
시점 t에서 관찰된 각 3종의 수를 S(t), E(t), I(t), R(t) 라 놓으면 연속시간 마르코프 연쇄를 따르는
관찰벡터는 X(t)=(S(t), E(t),I(t),R(t)) 로 주어진다 (Schwartz 등, 2015).

  
 
 
 
S(t)
n
−1
0
0
E(t) m
1
−1
0

  
 
 
 
(2.7)

 =   + R1 (t)   + R2 (t)   + R3 (t)  
 I(t)   l 
0
1
−1
R(t)

0

0

0

1

식 (2.7)에서 n, m, l 은 각각 감염 대상군과 접촉군과 감염군의 초기치, S(0), E(0), I(0) 를 나타내
며 R1 (t), R2 (t), R3 (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

R1 (t) = Y1 λ 0t S(s)I(s)ds/n ,
 R

R2 (t) = Y2 γ 0t E(s)ds ,
(2.8)
 R

R3 (t) = Y3 δ 0t I(s)ds
식 (2.8)의 R1 (t)은 전체 감염 대상군에서 접촉군으로의 이동, 즉 감염에 노출되어 감염할 수 있는 접
촉군을 나타내는 반응의 총 수를 나타내고 R2 (t)는 접촉군으로부터 감염군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감염
의 총 수를 나타내고 R3 (t)는 감염군으로부터 회복군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회복의 총 수를 나타낸다.
모두 포아송 확률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식 (2.6)의 사후 확률 분포를 적용하면 λ, γ, δ 의 사후분포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
λ|x∼Γ a1 + r1 , b1 + 0T S(t)I(t)dt/n ,


R
γ|x∼Γ a2 + r2 , b2 + 0T E(t)dt ,
(2.9)


RT
δ|x∼Γ a3 + r3 , b3 + 0 I(t)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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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전염병의 확산 예측 모형을 적합하기 위한 메르스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자료 (http:/www.mers.go.kr/mers/html/
jsp/Menu_C/list_C1.jsp)에서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의 메르스 누적 환자 수 데
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SEIR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염자 수에 전체
경로 (trajectory)를 구축하여야 한다.
Lim 등 (2016)은 기본적으로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SIR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 구축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 째, 일부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메르스 역학 종료
일까지 병원에 입원 상태 였다. 이러한 자료는 감염기간을 결측으로 처리하고 결측치 대체의 과정을 추
가 하였다. 두 번째로 확진일과 접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염기간을 결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최초 접촉이 보고 된 시점을 잠복기의 시작 시점으로 지정하였고 사망이나 퇴원일을
가지고 회복군으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지정하였다. 즉 관찰된 정보에 의하여 정확히 S 단계에서 E 단
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I 단계에서 R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E 단계에서 I 단
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시점이 파악 되어야만 E 단계와 I 단계의 전체 경로를 파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Assiri 등 (2013)의 연구에 의
하면 메르스 질환의 평균 잠복기간은 5.2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감염자들의 잠복기
간을 5일로 고정하여 E 단계와 I 단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식 (2.6)의 사후분포를 이
용하여 각 반응상수를 추정한다.
또 다른 방법은 확률적 화학 반응 모형에서 각 종들의 발생은 포아송 확률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을 이
용하는 것이다. Ei 를 I 번째 시점에서 접촉군의 수라 할 때 식 (2.1)의 화학 반응 모형에서 I 단계로의
진입을 일으키는 두 번 째 화학 반응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r2t ∼poi(E·γ)

(3.1)

이 포아송 분포를 이용하여 각 시점에서 I 단계로 넘어가는 환자들의 수를 임의로 생성한다. 이와 같
은 과정을 모든 시점에서 수행해서 E 단계와 I 단계의 모든 수를 구한다. 이는 마치 E 단계에서 I 단계
로 넘어가는 환자의 수가 모두 결측인 것 처럼 고려한 후 결측치 대체를 수행한 것과 유사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장에서 설명하였던 방법을 적용하여 각 반응 상수를 계산한다. 이상의 과정을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과정을 진행한다.
단계1: γ의 초기값 0.19 (=1/5.2)을 가지고 식 (3.1)의 포아송 분포로부터 E 단계에서 I 단계로 이
동하는 모든 경로를 추출한다.
단계2: 식 (2.6)의 감마분포로부터 반응상수를 추출한다.
단계3: 단계1 에서 추출 된 반응상수 γ값을 가지고 E 단계에서 I 단계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다시
추출한다.
단계4: 단계 1과 단계 2를 반응상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다음 Figure 3.1은 잠복기간을 5.2일로 고정한 후 E 단계에서 I 단계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구축한
후 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통해 접촉군과 감염군은 비슷한 형태로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만약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 경로가 MCMC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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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rajectories of exposed and Infected

MCMC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5000번을 초기치 보정을 위한 burning set 으로 버린 후 100,000번
을 반복수행하였다. 그리고 매 100번째 관찰치만을 선택하여 총 1,000개의 사후 표본을 가지고 반응
상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을 수행하였다. 각 반응상수에 대한 사전분포는 위치 모수와 비율모수를
0.001로 할당하여 무정보적 (non informative) 사전분포를 할당하였다.
Table 3.1은 잠복 5일을 기준으로 감염 기간을 계산한 결과와 모수 추정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실제로 첫 번째 방법은 E 단계에서 I 단계로 진입하는 모든 환자의 수를 5일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MCMC 단계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사후분포로부터 모수 추
출 단계만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행의 R0 는 기초감염재생산수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λ/δ를 계산한 것이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질병의 확산이 일어나며 1보다 작으면 질병이 발생과 동시에 큰 확산 없이 진정됨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 1.2100으로 1보다 큰 결과를 보이며, 사후분포로부터 추출된 사후표본을 가지고
계산한 95% 신용구간은 1을 포함하고 있다. 메르스의 확산은 일정 정도의 확산과정을 거친 후 안정적
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복되는 기간까지 평균적으로 약 32일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γ = 0.21으로 잠복기는 약 4.8일로 추정되었다.
Table 3.1 Bayesian estimation result using method 1
parameter
λ
γ
δ−1
R0

posterior mean
0.0382
0.2107
31.6455
1.2100

standard deviation
0.0026
0.0145
2.3004
0.1169

95% credible interval
(0.0320,0.0421)
(0.1738,0.2305)
(27.2555,36.2069)
(0.9415,1.4019)

Table 3.2는 포아송 분포를 이용하여 접촉군에서 감염군으로 이동하는 전체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모수 추정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마지막 행의 R0 계산 결과 1.1820으로 1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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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큰 결과를 보이며, 95% 신용구간은 1을 포함하고 있다. 메르스의 확산은 일정 정도의 확산과정을 거
친 후 안정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복되는 기간까지 평균적으로 약 30일 정도가 진행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γ = 0.183으로 잠복기는 약 5.5일로 추정되었다. 두 방법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두 번째 방법의 95% 신용구간이 조금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CMC 과정에서
접촉군과 감염군이 반복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서처럼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변동
이 큰 것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3.2 Bayesian estimation result using method 2
parameter
λ
γ
δ−1
R0

posterior mean
0.0394
0.1830
30.0300
1.1820

standard deviation
0.0049
0.0896
3.4105
0.1191

95% credible interval
(0.0311,0.0486)
(0.0875,0.4216)
(24.2560,37.3902)
(0.9595,1.4205)

Figure 3.2 Timeseries plot

Figure 3.3 Auto correlation plot and histograms for each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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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igure 3.2, Figure 3.3은 MCMC 시뮬레이션 시행결과 시도표와 ACF와 세 모수에 대한 히
스토그램을 나타낸다. 세 모수의 수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otential scale reduction factor (Gelman과 Rubin, 1992)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50,000의 반복 수행 이후에 세 모수에 대한 potential scale
reduction factor의 값이 모두 1.1 이하가 되어 모수의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시뮬레이션 과정의 수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히스토그램을 보았을 때 모수에 대
한 사후 분포인 감마분포를 어느 정도 잘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메르스 질병의 최초 접촉자 발생일인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자료를
265일간의 국내 메르스 자료를 바탕으로 일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감염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
한 모든 사람들이 격리대상자가 되고, 총 16,693명으로 전체 모집단 수가 된다. 수집된 자료로 부터 최
초 발생시점에서 감염에 접촉 된 사람의 수는 10명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 발생시점부터 265일 동안 새
롭게 감염된 사람,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회복되어 퇴원하거나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매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교적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각 환자별 정확한 접촉일과 퇴원 혹은
사망일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잠복기간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
고 SEIR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잠복기간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모형의
추정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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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pidemic model is used to model the spread of disease and to control the disease. In this research, we utilize SEIR model which is one of applications the SIR model
that incorporates Exposed step to the model. The SEIR model assumes that a people
in the susceptible contacted infected moves to the exposed period. After staying in the
period, the infectee tends to sequentially proceed to the status of infected, recovered,
and removed. This type of infection can be used for research in cases where there is a
latency period after infectious disease. In this research, we collected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data for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Assuming that the spread of disease follows a stochastic process rather than a deterministic one, we utilized the Poisson process for the variation of infection and applied
epidemic model to the stochastic chemical reaction model. Using observed pandemic
data, we estimated three parameters in the SIER model; exposed rate, transmission
rate, and recovery rate. After estimating the model, we applied the fitted model to
the explanation of spread disease. Additionally, we include a process for generating
the Exposed trajectory during the model estimation process due to the lack of the
information of exact trajectory of Exposed.
Keywords: Epidemic model, MERS, SEIR model, Stocha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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