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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네트워크란?

2003년 가을, 하버드 대학교의 컴퓨터 천재가 비밀 엘리

트 클럽으로부터 하버드 내 선남선녀들만 교류할 수 있는 사

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맥교류 사이

트를 개발한다. 이 사이트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게 되며, 개

발된 지 6년만에 기업가치 58조원에 달하고 개발자는 전 세

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다. 바로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와 커

뮤니케이션의 혁명으로 불리워지는 “페이스북(Facebook)”과 

그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의 실

제 이야기이다 (그림 1).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 네

트워크(The Social Network)』가 이 꿈같은 이야기를 바탕

으로 제작되어, 2010년에 개봉하였다 (그림 2).

그림1.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주커버그 / 그림2.  영화『소셜 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포스터

그렇다면 소셜 네트워크란 무엇일까? 소셜 네트워크는 우

리말로 ‘사회 연결망’이라고 한다.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란 개인·집단·사회들 간의 관

계 즉,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학에서 활용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SNA는 사회학 뿐만 아니라 인

문, 경제, 공학, 웹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의 예를 들어 보자. 2000년대 중

반 경기침체로 사람들이 비싼 커피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매

출이 줄어들어 전 세계 600여개 점포를 닫는 지경에 이르렀

고, 2007년 스타벅스 주가는 40%이상 폭락했다. 이때 스타

벅스에서는 전략적으로 11개의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Social 

Network System,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시작하였고 매

출이 다시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림 3). 이러한 SNS

를 이용한 마케팅도 근본적으로 사회(society)의 구성원인 사

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하여 사회적 사건(event)이 이루어진

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림3. SNS를 이용한 스타벅스의 마케팅

2. 수의학 분야의 소셜네트워크 적용

의학분야에서 SNS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전염병

은 감염된 개체에게서 감수성을 가진 개체로 전파되는 질병

이다. 감기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써 공기로 전염이 

가능한 질병도 있지만, 손에 바이러스가 오염된 사람과 악수

를 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다는지, 에이즈를 비

롯한 성병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성적접촉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학분야에서도 SNA 기법이 활발히 응용

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수의학 분야에서 SNA 기법이 사용

된 역사는 길지 않다. 다른 분야보다는 늦었지만, 이렇게 소

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01년 

영국에서의 2,030건 대규모 구제역 발생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형 가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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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발생하면서 질병의 전파 양상을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

화 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테

면, 질병이 발생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숙주, 환경, 병원

체)이 갖취진 상황에서 매개체는 병원체가 감염력을 가진 숙

주에서 감수성을 가진 숙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수의학에 적용한다면, 한 농장에서 발생한 질병

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동

물·사람·차량·물품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매개체의 

이동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전파가 이루어 지므로, 이

를 차단한다면 질병이 전파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고 나아

가 전체 피해상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역조치가 되는 셈이

다. 이러한 질병 전파에 대한 각각의 매개체의 영향력에 관

한 연구는 SNA 뿐만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수의역학 연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 전파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

링 프로그램 개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초기에 실시된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동물의 이동과 질병 전파와의 관

련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 왜냐하면, SNA를 위한 데

이터로써 가장 신뢰성 있고 쉽게 얻어질 수 있으며 질병 전파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의 이동이기 때문

이다. 특히 소의 이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축산업을 기반으

로 하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한 소 이력추

적이 가능하다. 2005년 이후에 영국6, 이탈리아2, 덴마크, 프

랑스, 아르헨티나3 등에서 소의 이동자료를 이용한 SNA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림 4). 돼지의 이동은 개체별 

이력추적보다는 농장에서 농장으로의 여러 마리의 돼지가 이

동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5. 하지만, 가금류 등 개

체별 이동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간접적인 전

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SNA에는 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왔다4 (그림 5).

그림 4.  아르헨티나 농장-농장간 소의 이동 빈도를 반영한 Choropleth 
map(등치지역도)

* In-degree: 농장으로 유입되는 빈도, Out-degree: 농장에서 유출되는 빈도

그림 5. 설문조사를 이용한 뉴질랜드 가금산업에서의 사료 이동 형태

*붉은점: 사료생산자, 파란점: 종계농장 및 부화장, 초록점: 산란계농장, 주
황색점: 육계농장, 하얀색점: 기타 농장

3. 우리나라의 소셜 네트워크분석 적용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소, 돼지(종돈: 개체이동, 일반돈: 농장간 

그룹이동)에 관한 이력이 전자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어 농림

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에서 이를 이용한 가축의 이동상황

을 분석한 바 있다.(그림 6, 7) 

그림 6. 국내 한·육우 이동패턴(기간: ’09.1.~’10.7.)

그림 7. 국내 종돈 타 지역으로의 이동비율(기간: ’11.5.~’12.4.)

하지만, 국내 발생한 여러 차례의 구제역, 특히 ‘10/’11년

도 구제역 발생을 경험하면서, 역학분석 결과 구제역이 국

내 유입된 이후 농장 간 전파 주요 원인은 사람 및 차량의 이

동으로 인한 간접전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 따라서 구

제역 발생 이후, 우리 본부에서는 축산차량에 대한 위치추적

을 위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

안’(‘11.5.)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근거 마련을 위하여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22일자로 공포

되었다. 축산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12년 1월부터 차량 500

여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체 축산차량은 

‘12.8.23일에 등록을 시작하여 ’12년말까지 모두 등록을 마



220 Vol. 49_No.4  April  2013 221Vol. 49_No.4  April  2013

쳤다.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농장 방문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이며, 현재 국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몇 개국에서 특허출원 

중이다. 

우리본부 역학조사과에서는 ‘12년도 수의과학기술개발 연

구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축산차량 농장방문 

정보를 SNA 기법을 적용하여 이동패턴을 분석해보았다. 이

에 앞서, SNA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

고하기 바란다 (표 1).

네트워크 
분석 용어

정의

Vertex
네트워크에서 가장 작은 단위(복수: vertices), node로도 불림. 
이번 연구에서는 농장 또는 축산관련지점을 의미함.

Arc
방향성 있는(directed) 네트워크에서 vertex에서 vertex사이의 이
동을 의미. 방향성 없는(undirected) 네트워크에서는 edge로 불
림.

Degree
vertex와 관련있는 arc수. in-degree는 node에게로 오는 접
촉 횟수를 의미하고, out-degree는 node로부터 가는 접촉 횟
수를 의미함.

Geodesic 두개의 vertices간의 가장 짧은 길.

Distance vertex로부터 vertex까지의 geodesic의 거리.

Important 
vertices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vertices. 방향성 있는 네트워
크에서 대개 2가지 종류의 중요한 vertices(hubs와 authorities)가 
있음. hubs는 중요한 senders, authorities는 중요한 receiver가 
되는 vertex임. 값이 1로 나타나면 좋은 authroty이며, 2이면 좋
은 authority이면서 좋은 hub, 3이면 좋은 hub를 나타냄.

Closeness 
centrality

다른 vertices의 수를 vertex와 다른 vertices간의 모든 거리의 합
으로 나눈 수치. closeness는 한 node로부터 다른 nodes들 까지 
얼마나 빨리 전파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음.

Betweenness 
centrality

vertex를 포함한 다른 vertices의 pairs 사이에 있는 모든 geo-
desic의 비율. 즉,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node의 중요성을 결
정하는 측정치. 

Clustering 
coefficient

네트워크 상에서 가까운 모든 두 길의 비율, 즉 cluster를 형성하
는 nodes의 비율을 의미함.

표 1. 소셜네트워크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정리

우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에 실시간으로 입력된 축산차량의 유형별 1대씩을 

선정하여 한달 간 이동패턴을 비교해보았다 (그림 8). 축산

차량의 시간별 이동데이터를 출발지점->도착지점으로 변환

하고, 모든 주소를 x, y좌표로 바꾸었다. 이를 NodeXL 및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NA를 실시하였다. 그림에서 표

시된 붉은 점은 축산차량이 방문한 지점 즉, 농장 또는 축산

시설을 의미하고, 붉은 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네트워크 상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은 한 지점을 기준으로 축산차량이 많이 들어

오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한 농장이 감염

되었을 때 축산차량과 같은 전파 매개체가 많이 방문하는 지

점이 더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SNA 기법

을 이용하면, 어떤 지점이 오염 위험성이 클지를 알 수 있고, 

사전 소독조치 등 방역에 이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제 축산차량의 이동 데이터를 이용하

여 SNA를 실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이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의 축산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라면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광범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오염 위험지점을 파악

한다면 국내 가축질병 방역상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8. 국내 축산차량 유형별 한달 간 이동패턴 도식화

1.  2010/2011 구제역 역학조사보고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역학조사위원
회, 2011

2.  Fabrizio N. et. al. (2009). Network analysis of Italian cattle trade patterns and 
evaluation of risks for potential disease spread.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92 : 341-350

3.  Leon E. A. et. al. (2006). A description of cattle movements in two 
departments of Buenos Aires province, Argentina.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76 : 109-120

4.  Lockhart C. Y. et. al. (2010). Patterns of contact within the New Zealand 
poultry industry.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95 : 258 - 266

5.  Michael B. P. et. al. (2007). Relationship of trade patterns of the Danish swine 
industry animal movements network to potential disease spread.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80 : 143-165

6.  Ortiz-Pelaz A. et. al. (2006). Use of social network analysis to chatacterize the 
pattern of animal movements in the initial phases of the 2001 foot and mouth 
disease (FMD) epidemic in the UK.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76 : 40-55

참 고 문 헌

①  동물약품 
판매차량

⑤ 집유 차량

② 인공수정사 차량

⑥ 분뇨 수집 차량

③ 사료운반 차량

⑦ 수의사 차량

④ 가축운반 차량

⑧ 컨설팅 차량

일반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