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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처음으

로 발생한 이후 급속하게 번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최근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 질병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치사율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염 과정 초기에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치사율은 10% 초반으로 기존

에 알려져 있는 치사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염 진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퇴원

하지 않고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사용하는 단

순추정법에 기인한 것이었다. 치사율은 그 값에 따라서 전염병의 대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값이

므로 전염 과정의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치사율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추정치에 비해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치사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

된 추정치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수 이외에 입원 환자의 상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새로운 추정치

의 성능을 보기 위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감염 이후 2015년 8월 10일까지 186명의 감염자 자료를 사

용하여 치사율을 추정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치사율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제시한 추정치는 감염의

초기단계에서부터다른추정치에비해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주요용어: 메르스, 추정, 치사율, 한국.

1. 서론

2015년 5월 20일 한국에 메르스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메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써 중동

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다. 한국에서

의 첫 번째 감염자 이후 2차로 감염된 환자가 병원을 중심으로 전염시키며 전국적으로 유행을 시켰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각종 모임이나 축제 행사, 시험 등이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상황에서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메르스대책본부에서는매일 WHO가사용하는

단순추정법을 사용하여 메르스의 치사율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표되는 치사율은 전염병의 감염 과정

초기에는 기존에 알려진 치사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추정치를 보여 주었다. 이는 메르스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정보를제시하지못함으로써질병의전염에대한대처에장애를가져올수있다. 따라서감염의

초기혹은질병의진행시간중에치사율의적절한추정치가필요한상황이다.

치사율은 전염병의 전 과정에서 병에 걸린 사람 중 사망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치사율은 전염

병이종식되기전에는알수없으므로, 전염병이진행되는과정중에는치사율을추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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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추정법의 치사율은 메르스에 감염된 전체 확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로 되어야 하지만 증세가

미약하거나 다른 형편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치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존

재여부는알아낼방법이없으므로본연구에서는확진받은환자중에서사망한환자의비율을치사율로

정의한다 (Gardner 등, 2014).

치사율의 단순추정법은 입원 중인 확진자에 대한 사망자의 비율로 정의되어 저추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알려져있다. 또한사망환자와퇴원환자에대한사망환자의비율로주어지는추정치는과추정

의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중도절단데이터즉, 입원중인환자의수를고려

한 추정된 생존함수에 근거한 추정치나 Garske 등 (2009)의 적분추정법 등이 있으나 이들 추정법 또한

감염초기에추정치의불안정함이있다.

Donnelly 등 (2003)은 2003년에홍콩에 1,425명의확진자와 122명의사망자가발생한 SARS의치사

율과 잠복 기간을 추정하였다. 추정법으로 감마분포와 생존함수를 이용한 비모수적 추정 방법을 사용하

였다. Ghani 등 (2005)은 2003년에 8,098명의 확진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 세계적인 SARS

전염병을 사용하여 치사율 추정법을 연구하였다. 추정법으로 단순추정법과 카플란 마이어의 생존함수

를 이용한 치사율 추정법과 혼합 감마모형을 이용한 치사율 추정법을 소개하였다. Jewell 등 (2007)는

환자 중 회복자와 사망자의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한 치사율의 추정법을 제시하였고, 적당한 조건 하에

서 단순추정치와 유사함을 보였다. Ma와 Driessche (2008)는 확률전염병모형 SEIR모형을 이용하여

치사율의 추정치로 단순추정치를 유도하였다. Garske 등 (2009)은 2009년 전 세계적으로 100,000명

의 발생자와 4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플루 A/H1N1에 관한 치사율 추정법을 연구하였다. Garske

등 (2009)은 단순추정법에서 분모에 지연 시간을 고려한 분포함수를 곱하여 저추정되는 부분을 보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Chowell 등 (2014)과 Poletto 등 (2014)는 SEIR 모형을 이용하여 재생 수

(reproduction number)를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tkins 등 (2014)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의 치사율을 단순추정법으로 추정하였다. Cowling 등 (2015)는

2015년 5월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에 관한 연구로 2015년 6월 19일까지의 확진자 166명, 사망자

24명, 퇴원자 3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 잠복기 6.7일과 21% (95% 신뢰구간: 14%∼31%)의 치

사율을 예측하였다. Mizumoto 등 (2015)은 한국의 메르스 2015 감염 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치사

율을추정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각환자별발병시점에관한자료대신확진날짜에관한자

료를제공하고있다. Kim 등 (2015)은한국에서처음으로메르스가확진된평택성모병원에서환자들의

발병 시점과 확진 시점과의 평균 기간을 감염 차수에 따라서도 1차 감염 9일, 2차 감염 4일로 구하였다.

전체적으로는중위수 8일을제시하였다.

기존의 추정치는 저추정, 과추정 혹은 불안정한 초기 추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추정치가 필요하다. 2015년 한국 발생 메르스이 경우 환자는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중증인지 아닌지

가 판정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추정치를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

하였다. 한국 메르스 발생 자료를 사용하여 제안된 추정법과 기존의 추정법을 비교하였다. 메르스 확진

자들 중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

량은다른추정법에비해발생초기부터안정적으로치사율을추정함을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치사율 추정을 위한 기존의 여러 가지 추정치를 소개하

고 새로운 추정법을 제시하였다. 제 3절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여러 가

지추정법을비교하여보았다. 마지막절에서는결론을제시하고토의하였다.

2. 치사율 추정 방법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경과한 날 수를 s라고 하자. C(s)는 s 시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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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D(s)는 s 시점까지사망한누적확진자수, R(s)는 s 시점까지퇴원한누적확진자수라고하자. 그

러면 치사율 π은 질병은 전체 감염 과정이 종료된 후에 확진자 중 이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비율로 정

의된다.

π = lim
s→∞

D(s)

C(s)

치사율 π를추정하기위하여크게 3가지추정방법이기존에제안되어있다.

(1) 단순추정법

Ghani 등 (2005)에서소개된치사율의단순추정은다음과같다.

π̂1(s) = D(s)/C(s), (2.1)

π̂2(s) = D(s)/{D(s) +R(s)}.

추정량 π̂1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모두 완치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며, 추정량 π̂2는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전염 과정이 종료된 시점에

서이들두추정량은치사율과같게된다. 관측시점마다두추정량은정규근사에근거한신뢰구간을구

하는방법이제시되었다.

(2) 생존함수를 이용한 치사율 추정법

확진 환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위험함수와 퇴원에 대한 위험 함수를 생각하고 각각의 위험 함수에 따

르는 생존함수를 생각한다. 이들은 확진 환자의 사망 또는 퇴원까지의 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카플란 마

이어 방법으로 추정된다. 그런 다음 시점 s에서 확진 환자의 사망 확률 θ0(s)와 퇴원 확률을 추정하여

치사율을

π̂3(s) =
θ̂0(s)

θ̂0(s) + θ̂1(s)
(2.2)

으로 추정한다. 자세한 것은 Ghani 등 (2005)을 참조하면 된다. π의 신뢰구간은 π̂3(s) 정규 근사를 사

용한다.

(3) 적분추정법

치사율의 단순추정량 π̂1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완치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추

정량은 과소 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Garske 등 (2009)는 그 시점까지의 사망 자료를 이용

하여전체확진자수를조정하는방법으로과소추정의문제점을해결하려고하였다. 그러나, 발병시점

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발병 시점과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시점 사이의 기간을 추정해서 발병과 사망

사이의 기간을 추정해야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기간의 추정값의 영향으로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의문제점이발생한다.

즉, 식 (2.1)에 주어진 추정량 π̂1에서 추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질병의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시간의 누적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추정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Garske

등 (2009)가제안한지연시간을고려한추정량이다.

π̂4(s) =
D(s)

s∑
u=0

c(u)F (s− u)
(2.3)

단, c(u)는 시점 u날에 증상이 시작된 확진자 수이고, F (x)는 증상 시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의 누적분

포이다. 따라서, F (t− u)는 u날에증상이시작된확진자가 t날이전에사망할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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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arske 등 (2009)는 π̂4의 매 시점에서의 치사율의 신뢰구간을 붓스트랩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즉, 주어진 시점까지의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연 시간의 누적분포를

추정하고, 이 추정된 분포에서 사망 기간을 붓스트랩 방법으로 재표본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Cowling

등 (2015)은경험누적분포대신에로그정규분포와감마분포로누적분포를모형화하여사망시간을붓스

트랩으로 재표본 추출하여 치사율을 추정하였다. 이때 단순히 분포함수 F를 추정하여 붓스트랩하는 것

은 D(s)의 값이나 C(u)의 값의 변동이 없으므로 실제로 붓스트랩되는 사망 기간이 확진 기간에서 현

시점까지를 초과하여 중도 절단될 가능성이 있어 원래 모형과 상이한 모형에서 재표본을 추출하는 결과

를가져오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Garske 등 (2009)의 적분추정법은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면, Cowling 등 (2015)은 2015 한국 메

르스 전염 과정 중에서 이 방법으로 치사율을 추정하였고, 메르스 뿐만 아니라 사스, 에볼라와 같은 전

염병의 치사율을 추정하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Mishra 등 (2010), Presanis 등 (2009), Bal-

can 등 (2009), Khandaker 등 (2011), Nishiura (2010), Yu 등 (2013), Nguyen-Van-Tam 등 (2010),

Echevarria-Zuno 등 (2009), Merler 등 (2011), Yang 등 (2009)이 적분추정법으로 치사율을 추정하였

다.

앞에서 제시한 기존의 세 가지 추정치들은 저추정, 과추정 혹은 불안정한 초기 추정치의 문제를 가지

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치사율 추정법을

우리는제안할수있다.

(4)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치사율 추정법

입원 중인 환자의 불안정 여부의 정보가 이용 가능할 때, 식 (2.1)의 추정치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H(s)를 시점 s에서 치료 중인 확진 환자의 수라고 하자. 이는 메르스 확진을 받고 난 후 사

망이나 회복되지 않고 아직 치료 중인 누적 입원자 혹은 격리자 수를 의미한다. 이들 중 안정적인 환자

와불안정한환자의수를각각 Hs(s), Hu(s)라고하자. 이때치사율의추정치로

π̂5(s) =
D(s) +Hu(s)

C(s)
(2.4)

를제시한다. 메르스환자가병원에입원한경우의료진은환자의상태를판정하는것이일반적이고, 이

정보는 치사율의 추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15 한국 메르스 감염 과정에서 한국질병관

리본부는매일이정보를포털을통해공표하였다.

3. 자료: 한국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 한국의 메르스 자료
한국 메르스 관련 자료는 메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5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보도자료

를 사용하였다. 보도자료에는 환자 번호, 성별, 나이, 기저 질병 유무, 감염 지역과 병원, 회복 날짜, 사

망 날짜, 환자의 상태 (사망, 퇴원, 치료 중인 환자 중에서 안정적 환자의 수와 불안정적 환자의 수), 의

료진여부를확인할수있다 (Korea infection control headquater, 2015).

날짜에 대하여 제시한 치사율 추정치 (2.4)는 2015년 6월 14일 이전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이후의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보도된 자료에서 환자 번호 25번과 36번, 64번은 확진 날짜와 완료 날짜가 같거

나 확진 날짜 전에 상태가 완료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세 개의 자료는 본 연구에서 카플란

마이어 방법을 이용한 치사율 추정치 (2.2)와 적분추정법 (2.3)의 사용을 위해 확진 날짜에서 완료 날짜

까지의기간을 1일로만들었고확진날짜를완료날짜하루전으로조정하여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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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사율 추정치 비교

2015년 한국 발생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추정하고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Figure 4.1은

추정량 π̂1, π̂2, π̂3, π̂4, π̂5를 한국 메르스 자료에 적용시킨 결과이다. 발생한 날로부터 8월 1일까지 추정

치별로치사율의변화를그래프로표시하였다.

Figure 4.1 Comparison of the estimates of the case fatality raitio

각각의치사율은확진자와사망자가변동이없는 2015년 7월 11일이후부터는일정하다. 2015년 8월

10일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의 추정치는 19%이다. 이 시점에서 입원 중인 환자는 10명이다. 7월 5일

이후부터 확진자 변동이 없고 7월 11일이후 사망자가 36명으로 변동이 없다. 후에 152번 환자가 10월

25일에 사망, 80번 환자가 11월 25일에 사망하였다. 80번 환자의 사망 후 치사율은 20.4%이다. π̂1의

치사율 추정값 (2.1)은 초반에 과소 추정되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 일정해 진다. π̂2의 치사율 추정값

(2.1)은 초반에 과대 추정되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 일정해 진다. 생존함수를 활용한 추정치 π̂3은 감염

초기단계에서큰변동을보인다. 즉, 초반에는사망자수와퇴원자수에영향을많이받고일정시점이

후에 변동이 적어진다. 적분추정치 π̂4는 발병 시점과 확진 시점과의 기간을 9일로 추정했을 때 감염 초

기에 과추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π̂5의 추정치는 자료가 이용 가능한 감염 초기에서부터 후반까지

안정적으로됨을볼수있다.

Figure 4.2는 2015년 한국 발생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료를 사용하여 매일의 치사율과 95% 신

뢰구간을 π̂1, π̂2, π̂3,π̂4, π̂5의각각에대하여추정하여나타낸것이다. 단순추정량과본논문에서제시한

추정량 π̂1, π̂2, π̂5에대한신뢰구간은매끄러운곡선을나타내나, 카플란마이어방법이나적분추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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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추정치 π̂3, π̂4에 대한 그림에서는 발생 초기 단계에 변동이 매우 큼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

구에서제시한추정량이초기단계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임을나타내는것이다.

(a) Confidence interval for π̂1 (b) Confidence interval for π̂2

(c) Confidence interval for π̂3 (d) Confidence interval for π̂4

(e) Confidence interval for π̂5

Figure 4.2 Confidence intervals of the estimate of the case fatality ra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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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및 결론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기존의

추정치는 저추정 혹은 과추정, 혹은 초기 단계에 불안정한 추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의 해결책으로

본 논문에서는 확진 환자 중 퇴원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숫자 외에 입원 환자의 상태를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여그정보를이용한단순추정치의개선추정치를제안하였고이개선추정치가다른추정치에비

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치사율과 더 근접함을 보였다. 생존함수 추정법이나 적분추정법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발병시점의정보가필요하나새로운추정치는그러한정보를사용하지않는다.

6월 19일의치사율추정치는 π̂1, π̂2, π̂3, π̂4, π̂5가각각 0.145, 0.393, 0.191, 0.403, 0.235이다. Cowling

등 (2015)에서의 2015년에 발생한 한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2015년 6월 19일까지의 자료를 가지

고 추정한 치사율은 21% (95%의 신뢰구간: 14%∼31%)이다. 이는 발병 시점과 확진 시점 간의 기간을

0으로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값이었으며, 발병 시점과 확진 시점까지의 기간을 8일로 추정한 경우

에 40%로 과추정되었다. 한편 Mizumoto 등 (2015)의 치사율 추정치도 감염 초기 단계에서 과추정되

는현상을보였다.

본연구에서는입원중인확진환자중에서불안정한환자를사망으로간주하는추정치를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안정한 환자 중에서 사망하지 않는 사례로 존재하므로 불안정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 별로

불안정한 환자의 숫자를 제공하였지만 개별 환자의 불안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불

안정한 환자가 사망했는지의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안정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

율을구할수없었다. 이러한문제는미래의전염병이발생과정에서이러한정보를제공을요청하여해

결할수있을것이다.

치사율의 새로운 추정치를 위하여 상태 불안정 환자와 안정 환자로 구분하는 치사율의 혼합분포를 가

정하고 이에 대한 최우추정치를 사용하는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h, 2014; Hwang과 Oh,

2015).

이 연구 논문의 결과는 추후에 메르스 또는 다른 전염병이 발병되는 국가에서, 확진 환자 중에서 상태

가 불안정한지의 여부는 감염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초기 단

계에서부터안정적으로치사율을추정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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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patient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aused by a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n Korea was confirmed on May 20, 2015. After that, MERS spread over

the country. In recent years, patients of MERS have been found around the Arabian

Peninsula and the case fatality ratio of MERS in those area was been reported to range

from 30 to 40%.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case fatality ratio of MERS of Korea

using data of 186 infections until December 1, 2015. In this study we propose a novel

estimator of the case fatality ratio using information of the patients severity condition

as well as records on the days of confirmation and death or recovery of the patient. By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we evaluate a performance of the estimator and demonstrate a

stability of the estimator from the early stage of the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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