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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nvestigate the transmission pattern of geographical area and temporal trends of the 2010~2011 foot-
and-mouth disease (FMD) outbreaks in Korea, and to explore temporal intervals at which spatial clustering of FMD
cases space-time analysis based on georeferenced database of 3,575 burial sites, from 30 November 2010 to 23 February
2011, was performed. The cases represent approximately 98.1% of all infected farms (n = 3,644) during the same
period. Descriptive maps of spatial patterns of the outbreaks were generated by ArcGIS. Spatial Scan Statistics, using
SaTScan software, was applied to investigate geographical clusters of FMD cases across the country. Overall, spatial
heterogeneity was identified, and the transmission pattern was different by province. Cattle have more clusters in number
but smaller in size, as compared to the swine population. In addition, spatiotemporal analysis and the comparison
of clustering patterns between the first 7 days and days 8 to 14 of the outbreak revealed that the strongest spatial
clustering was identified at the 7-day interval, although clustering over longer intervals (8~14 days) was also observed.
We further discussed the importance of time period elapsed between FMD-suspected notice and the date of confirmation,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gion-specific and species-specific contro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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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간

의 직접 접촉이나 차량, 사료, 농장 근로자의 작업복 등 바

이러스 입자에 오염된 매개물에 의한 간접접촉으로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5, 14]. 원인체인 FMD

virus(FMDV)의 혈청형은 A, O, C, SAT1, SAT2, SAT3,

Asia 1 등 7개로 보고되어 있다 [4]. 구제역에 감염된 경우

성축에서 치사율은 5~20% 수준이지만, 축산물 생산 감소,

국가 간 교역 중단, 질병관리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11, 15, 16]. 최근 2010~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74개 시군구

의 3,748개 농장에서 발생되어 소, 돼지 등 우제류 약 340

만두가 살처분되었다 [2, 13].

지리정보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

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위경도 좌표를

이용하여 질병 발생 정보를 시각화해주기 때문에 공중보건,

질병 감시활동(surveillance), 전파 양상 연구 등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4, 6, 12, 14]. 전염병 발생 자료를 이용한 시공

간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석은 사전에 정의된 시간과 공

간에서의 발생 양상이 군집을 이루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지정한 시간 단위 동안

분석대상 지역의 발생 건수가 군집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시공간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질병의 전파 패턴을 분

석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과 같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경로가 다양한 질병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7].

공간정보를 이용한 구제역 전파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GIS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250-8672, Fax: +82-33-244-2367
E-mail: paksi@kangwon.ac.kr



50 배선학·신연경·김병한·박선일

에 근거한 시공간 클러스터 분석 [1], 시공간 분석을 이용한

구제역 방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 [10],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 [9], 발생농가의 지역적 분포를 이용한 경시적 전파 분

석 [2] 등이 보고된바 있다. 본 연구는 2010~2011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농가와 매몰지의 지리정

보를 이용하여 첫째, 축종별 시공간 클러스터링 형성 여부

분석 둘째, 보고된 양성건수와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된 시

기 비교를 통한 구제역 전파 양상 분석 셋째, 전파양상 파악

에 적합한 최적의 시간단위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분석자료

시공간 분석을 위해서는 구제역 양성농가에 대한 지리정

보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10년 11월 30일에서 2011년 2월

23일 기간 동안 구제역 매몰지 정보(행정구역 단위, 위도, 경

도, 매몰두수, 매몰 축종, 매몰 날짜)를 공개하고 있는 포탈

사이트(한눈에 보는 구제역 매몰지, 오마이뉴스)에서 매몰지

의 위도 및 경도좌표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자

료는 총 3,575건에 대한 매몰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일한 기간의 구제역 양성농가 수인 3,644건 [2]의 98.1%에

해당한다. 구제역 발생기간과 건수는 2010~2011구제역 역학

조사보고서 [2]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공간 클러스터링 분석

국내 구제역 발생의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시간

단위를 파악하기 위해 매몰지 정보를 이용하여 1일에서 최대

14일의 시간단위까지 일별 시공간 클러스터를 도출하여 그 패

턴을 분석하였다.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시공간 클러스터는

SaTScan software 9.1.1에서 제공하고 있는 permut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이 모형은 시간 정보가

포함된 발생 자료(case file)와 공간 정보가 포함된 좌표

(coordinate file)를 이용하며, 위험 집단에 대한 자료

(population at risk)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7].

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는 질병 발생 지역의 최대 50%로 지

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자료를 소와 돼지로 구

분하여 클러스터 형성 여부를 비교하였다. 일별 구제역 발생

건수를 구제역 발생 기간과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된 기간

을 분석함으로써 발생 지역에 대한 전파양상을 비교하였다.

시공간 클러스터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신

고 이후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구제역 양성

농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상북도와 발생건수가

적은 지역(대구, 대전, 부산, 울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링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McNally 등 [12], Madin

등 [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의수준 보다 기준을 완화한

Alkhamis 등 [1]의 분석방법에 따라 p < 0.1로 설정하였다.

SaTScan에 의한 시공간적 분석 결과는 Arc View GIS(ver.

10; Esri, USA)를 사용하여 지도로 표현하였다 [8].

결 과

구제역 전파양상 분석을 위한 시간단위

1~14일까지의 일일 단위 분석 결과 최소 4개, 최대 9개의

시공간 클러스터가 확인되었으며, 분석 시간단위에 따라 클

러스터를 형성한 지역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

일 단위 분석에서는 총 7개의 유의한 클러스터(Fig. 1A), 2

일 단위 분석에서는 4개 클러스터(Fig. 1B), 3일 단위 분석

에서는 9개 클러스터(Fig. 1C)가 형성되어, 1~3일 단위 분석

에서 확인된 시공간 클러스터는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다양

한 양상을 보였다. 4일 단위 분석(Fig. 1D)과 비교할 때 5

Table 1. Identified areas for analyses of space-time clustering in foot-and-mouth disease (FMD) in Korea between from 30
November 2010 and 23 February 2011, obtained using the data on FMD burial sites

Time unit (day) Clustered point

1 Andong, Asan, Hoengseong, Andong, Pohang, Andong, Paju (7)

2 Andong, Gongju, Hoengseong, Gwangmyeong (4)

3 Andong, Hongseong, Gimpo, Asan, Pyeongchnag, Paju, Hoengseong, Ganghwa, Ganghwa (9)

4 Andong, Gongju, Yangju, Pyeongtaek, Pyeongchang, Hoengseong, Ganghwa, Ganghwa, Cherown (9)

5 Uiseong, Gongju, Yangju, Chungju, Hoengseong, Ganghwa, Ganghwa, Cherown (8)

6 Andong, Yesan, Yangju, Hoengseong, Chungju, Ganghwa, Cherown (7)

7 Andong, Boryeong, Yangju, Goesan, Hoengseong, Pyeongchang, Namyangju (7)

8 Andong, Yesan, Goesan, Yangju, Hoengseong, Pyeongchang, Cherwon, Namyangju (8)

9 Andong, Boryeong, Goesan, Yangju, Hoengseong, Pyeongchang, Cherwon, Namyangju (8)

10 Andong, Boryeong, Goesan, Hoengseong, Yangju, Pyeongchang, Namyangju, Cherwon (8)

11 Andong, Boryeong, Goesan, Hongcheon, Anseong, Yangju, Namyangju, Pyeongchang (8)

12 Andong, Hongseong, Goesan, Hongcheon, Pyeongchang, Icheon (6)

13 Andong, Hongseong, Goesan, Hongcheon, Pyeongchang (5)

14 Andong, Hongseong, Goesan, Hongcheon, Pyeongchang, Yangju, Anseo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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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분석에서는 8개 클러스터(Fig. 1E)가 형성되어 의성

과 충주가 추가된 반면 안동, 평택, 평창이 제외되었으며, 6

일 단위 분석에서는 공주가 제외되고 예산과 안동 클러스터

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 5일 단위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Fig. 1F). 7일 단위 분석에서는 7개 클러스터(Fig.

1G)가 형성되었으며, 8~11일 단위 분석에서는 안동, 보령, 양

주, 괴산, 횡성, 평창, 남양주 등이 주요 클러스터로 형성된

7일 단위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12일 이후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가 추가되었

다(Figs. 1H and I).

축종별 시공간 클러스터링 분석

구제역 매몰지 자료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7일 단위의 시

공간 클러스터로 분석한 결과 소의 경우 6개의 유의한 클러

스터(강화 2개, 횡성, 평창, 논산, 안동), 돼지는 2개의 클러

스터(남양주, 김제)가 확인되었다(Fig. 2). 소와 돼지의 시공

간 클러스터 형성 패턴을 비교할 때 소의 경우 시공간 클러

스터 개수가 더 많고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Table 2).

발생건수와 클러스터 형성시기 비교 및 확진 소요 시간

구제역 발생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건수가 많은 시기

와 7일 시간단위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시기를 비교한 결과

Fig. 1. Temporospatial cluster pattern of reported food-and-mouth disease (FMD), using the data on burial sites from 30 November
to 23 February 2011 for animals slaughtered to prevent spread of FMD. Time unit for analysis was set at: day 1, 2, 3, 4, 5, 6, 7,
8-11, and 9-14 (from Figs. A-I).



52 배선학·신연경·김병한·박선일

(Table 3, Fig. 3) 강원도에서는 평창(2010.12.24~2010.12.26)

과 횡성(2010.12.26~2012.12.31)에서 2개의 시공간 클러스터

가 형성되었으나 발생건수는 2011.01.13~2011.01.20 기간에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양주(2010.12.17~2010.12.

31)와 남양주(2010.12.17~2010.12.23)에 2개의 클러스터가 형

성되었으며, 발생 건수는 2010.01.30~2010.01.12 기간에 558

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시공간클러스터가

형성된 기간과 발생건수가 많은 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보령(2011.02.02~2011.02.

10)에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발생건수는 2011.

02.07일에 14건으로 가장 많아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된 기

간과 비교적 일치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괴산(2011.01.24~

2011.01.30)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발생 건수와 클러

스터 형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된 도를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신

고에서 확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

균 3.3일(표준편차 1.6, 범위 0~28일)이 소요되었으며, 지역

별로 강원도 2.8일(표준편차 1.2일, 범위 0~8일), 경기도 3.9

일(표준편차 1.7일, 범위 0~28일), 충청남도 2.2일(표준편차

0.8일, 범위 0~10일), 충청북도 2.7일(표준편차 1.0일, 범위

1~11일)로 나타났다.

Fig. 2. Temporospatial cluster of 2010~2011 food-and-mouth disease outbreaks by species. (A) cattle, (B) pig.

Table 2. The radius (km) of each cluster by species

Cluster number

Species 1 2 3 4 5 6 Mean

Cattle 19.43 97.23 14.23 17.76 10.04 3.87 27.09

Pig 94.12 42.53 68.33

Table 3. Number, duration and clustered area of foot-and-mouth disease outbreak by province, using analyses of 7-day interval

Province No. of outbreak Duration of outbreak

Gangwon-do 415 60 Hoengseong (2010/12/26~2010/12/31)

Pyeongchang (2010/12/24~2010/12/26)

Gyeonggi-do 1,837 86 Namyangju (2010/12/17~2010/12/23)

Yangju (2010/12/26~2010/12/31)

Gyeongsangnam-do 71 89 Not identified

Gyeongsangbuk-do 669 145 Andong (2010/11/30~2010/12/6)

Incheon 24 38 Not identified

Chungcheongnam-do 375 80 Boryeong (2011/2/2~2011/2/8)

Chungcheongbuk-do 345 67 Goesan (2011/1/24~2011/1/30)

Daegu 2 43 Not identified

Daejeon 1 1 Not identified

Busan 2 10 Not identified

Ulsan 7 8 Not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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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전염병 유행기간 중 전파 경로를 예측하기 위하여 발생자

료의 시간과 공간 정보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분석에서 시간

단위(temporal cluster size)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ulldorff 등 [7]은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증후군(syndromic

disease)의 전파 경로를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7일 이내

의 시간 단위로 클러스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Madin [10]은

동남 아시아에서 2000~2010년 동안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제역의 최대 감염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시간단위로 분석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몰지 자료를 1~14일까지 일일 단위의 시공간 분석으로 확

인된 클러스터의 크기, 개수, 규모 등을 비교함으로써 구제

역 전파 패턴을 도출할 수 있는 특정 시간단위가 존재하는

지 검토하였으며, 분석의 목적으로 공간단위(spatial cluster

size)는 구제역 매몰지 개수의 최대 50%로 지정하였다. 1~6

일 단위 분석에서 보듯이 시간범위가 좁은 경우 상대적 발

생건수가 많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

으며, 실제로 1~3일 분석에서 확인된 클러스터 중 아산, 포

항, 파주, 공주, 광명, 김포, 4~6일 단위 분석의 경우 평택,

충주, 강화, 철원, 예산 등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시간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

라지는 불안정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구제

역이 확산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못하다. 시간범

위를 확대하면 발생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이고 규칙성을 갖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시공간상에서 전

파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시간범위를 지나치게 연장

하면 클러스터를 찾지 못하고 시공간적으로 평준화된 결과

를 보일 수 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건수가 누적

되면서 클러스터의 반경이 점차 커지므로 개수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7~11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12일 이후의 분석에서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감소하였음

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7~11일 단위 분석에서 안동, 양주,

괴산, 평창, 남양주 클러스터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러한 규칙성을 보이는 최소 시간 단위인 7일 간격의 분석이

2010~2011년 구제역의 시공간 클러스터 양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7일 단위의 기간이 구제역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매몰지 자료를 축종별로 구분할 때 소의 경우 2010년 12

월과 2011년 1월초, 돼지는 2010년 12월말, 2011년 1월 초

순과 2월 초에 주로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소에서

구제역 발생건수는 시공간 클러스터 형성 시기와 대략적으

로 일치하여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전파양상을 보인 반면 돼

지의 경우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은 2011년 1월의 경우 공

간적으로 분산된 형태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소와 돼지의 시공간 클러스터를 비교할 때 소의 경

우 돼지에 비하여 크기는 작았지만 개수는 많은 것으로 나

Fig. 3. Duration and number of food-and-mouth disease outbreaks by province. (A) Gangwon-do, (B) Gyeonggi-do, (C)
Chungchengbok-do, (D) Chungcheongnam-do. The green circle represents the period of temporospatial clusters identified, and red
box the period of maximum number of outbreak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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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는 소에서의 구제역 발생 군집도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의 경우 단일한 전파경로

를 통하여 특정 시간과 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한 반면 돼지

는 구제역 발생의 규칙성이 작아 다양한 경로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견에 근거할 때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에 비하여 돼지에 대한 차단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와 강원도는 공통적으로 구제역 바

이러스가 최초 전파된 12월에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 되었

고, 발생건수는 1월에 가장 많아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성된

기간과 구제역 발생건수가 많은 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시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공간적

으로 분산되어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 전파원인은 안동에서

의 축분 건조기 차량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공장 차량

에 의한 전파로 추정한 보고와 일치한다 [2]. 즉 2010년 12

월에는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에 의해 시공간상 유의한 클러

스터가 형성되었으나, 발생건수가 증가한 2011년 1월에는 외

부에서 지속적인 바이러스 유입이나 차량에 의하여 인근지

역에 산발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시공간 클러스터가 형

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두 지역의 경우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차단방역 협조체계

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시공간 클

러스터가 형성된 기간과 구제역 발생건수가 최대인 기간이

일치하여 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최초로 전파된 후 감염농

장에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전파되어 인접

지역 간 차단방역이 더 중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역 의심신고에서 확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기도에서

평균 3.9일로 전국 평균 3.3일 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

던 2011년 1월에 확진에 이르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집중될 상황을 대비한 방역 시스템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대응이 지연될

수록 확산차단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확진에 필요한 시간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절실

히 요구된다. 구제역 양성농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

어 본 연구의 시공간 분석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자료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발생농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클러

스터링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향후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

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축전염병 발생자료를 공유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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