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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염병은 기초 감염 재생산 수가 시간에 따라 달라져서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산을 통

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확한 예측은 더욱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많은 모형들이 새롭게 제

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연속된 시간에서 기초 감염 재생산 수

는 일반적으로 확률과정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 모형에서 전염

확률분포의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에서 실시간 추정을 가능하게 함

으로 적절한 질병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자료를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용어: 기초감염재생산수, 분기과정, 에볼라바이러스, 전염확률분포, 최우추정법.

1. 머리말

서아프리카에서 2014년에 대규모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의 에볼라 발생규모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013년 12월에 기니 (Guinea)에서 최초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라이베리아 (Liberia), 나이지리아 (Nigeria)까지 확산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돌연변이로 발생한 질병의 신속한 파급이나 생물학 무기의 투하에 따른 대규모 환자의

발생등과같은응급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통계적분석방법의끊임없는개선이요구되고있다.

전염병은 기초 감염 재생산 수 (basic reproductive number; R0)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

황을관리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확산을통제하기도곤란하게되고정확한예측은더욱힘든것으로

알려졌다 (Evans와 Mammadov, 2014). 이런이유로최근에많은모형들이새롭게제시되고있으며그

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Althaus, 2014; Chowell 등, 2004; Chowell와 Nishiura,

2014; Nishiura와 Chowell, 2014).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추정하는 이러한 모형들은 전염병을 시간종

속적인 평균의 개념을 갖는 동역학으로 처리하는 SIR (susceptible- infectious-recovery) 모형과 확률적

추계모형과 분기과정을 사용하여 전염병의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산출해 내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

다.

확률적 분기과정을 사용하면, 우선 분기과정에서의 기초 감염 재생산 수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구

해지고 전염병의 최종 감염자 수를 예측하는 데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확률 SIR모형을 추정하는 데

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cker와 Britton, 1999; Ball과 Donnelly, 1995; Oh, 2014;

Hwang과 Oh, 2014). 본 논문에서는 확률적 추계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확률과정에서 기초 감염 재생산

수와 전염가능 기간을 동시에 추정하는 White와 Pagano (2008)의 추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염확률분

포 (disease transmission distribution)를효과적으로추정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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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방법

2.1. 전염병 확률모형

시간 t에서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전염 질병 건수를 Nt라 할 때, 기간 T 동안의 질병 발생자료는

Nt, t = 1, · · · , T이다. 환자가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처음에는 외부적으로는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

염 증상을 발전시키는 단계인 잠복기를 거치게 되고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외부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 발현 단계에 이르게 된다 (Na 등, 2010). 일반적으로 환자의 발생자료는 전염병 발현 단계에서

조사되어진다. 질병 발생단계 확률모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White와

Pagano (2008)가 제시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전염병 발생 환자는 기댓값이 기초 감염 재생산 수 R0를

갖는포아송분포에따르고감염가능간격에따른전염확률분포는전염가능최대기간 k를갖는다항분포

에 따른다. 초기 감염자 수를 N0라고 할 때 초기 감염자에 의해 전염된 환자수를 X0.라고 하면 X0.은

평균이 R0N0인 포아송분포에 따른다. 또한 전염가능기간이 k이면 X0.은 이어지는 k일의 전염 환자수

이고 이의 분포는 다항분포를 갖게 된다. 임의의 i번째 일의 환자수가 Ni일 때 Xij를 Ni 환자에 의해

감염된 j번째 날의 환자 발생수라고 정의하면, Xi.은 Ni환자에 의해 감염된 환자의 총수를 나타낸다.

만일 Xij를알고있다면, 우도함수를다음과같이구성할수있다.

L(R0,P |N ,X) =

[
e−N0R0(N0R0)

X0

X0.!

][(
X0.

X01 · · ·X0,k

)
pX01
1 · · · pX0k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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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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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환자발생수 Ni는가용한자료이지만 Xij는추출해낼수가없다. 따라서가용한

Ni를사용하여우도함수를재구성하면다음과같은포아송우도함수를얻는다.

L(R0,p) =

T∏
t=1

e−µtµNt
t

Nt!
(2.1)

여기서 µt = R0

∑min(k,t)
j=1 Nt−jpj를나타낸다.

2.2. 기초 감염 재생산 수

식 (2.1)의값을이용하여 pj , j = 1, · · · , k가주어질때, 기초감염재생산수 R0의최우추정값 R̂0은

로그우도함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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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1

Nt − log(N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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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0

= 0에서, 다음과같다.

R̂0 =

T∑
t=1

Nt

T∑
t=1

min(k,t)∑
j=1

Nt−jpj

(2.2)

또한 R̂0의분산은
∂2l
∂R

2

0
= −

∑T
t=1 Nt/R

2
0으로부터다음과같다.

V ar(R̂0) =
R̂2

0

T∑
t=1

Nt

충분히 큰 전염가능기간 k를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즉 이전에 발생한 모든 환자가 어느 시

점에서전염가능성을갖고있다고가정하면, R̂0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R̂0 =

T∑
t=1

Nt

T∑
t=1

t−1∑
j=1

Nt−jpj

(2.3)

3. 전염확률분포 추정

식 (2.1)의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R0와 pj , j = 1, · · · , k를 동시에 구해야 한다. 이때 pj , j =

1, · · · , k를 전염확률분포라고 한다. 전염확률분포의 모수의 개수가 k이므로 k가 크면 추정해야 할 모수

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정해야할 모수의 수가 많은 것을 피하기 위해 전염확

률밀도함수가 f(x|θ)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θ의 개수로 줄어들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다음과같이 pj , j = 1, · · · , k를구할수있다.

pj ∝
∫ j

j−1

f(x|θ)dx

본 논문에서는 전염가능 기간 k를 충분히 큰 값 (즉, k = t − 1)으로 가정하고, Wallinga와 Teunis

(2004)가 제안한 것으로 R0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례 m가 사례 l을 감염시킬 상대우도 plm을 이용한다.

tl를 사례 l가 발생한 시간이라 하면 tl − tm (l > m)은 사례 m이 사례 l을 감염시킨 간격이 되고, 주어

진 시점 t에 대해 tl − tm의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tl − tm의 모든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식

(2.3)의 R̂0를계산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다음두가지경우의전염확률분포를정의한다.

1) 경험적 전염확률분포 (empi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pj ∝
Cj

Call

여기서 Cj는 tl − tm = j의모든경우의수, Call은 tl − tm의모든경우의수를나타낸다.

2) 감마 전염확률분포 (gamma transmission distribution)

tl − tm의밀도함수를모수가 α, β인감마분포에따른다고가정하고, pj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pj ∝
1

Γ(α)βα

∫ j

j−1

xα−1e−x/β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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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으로는 tl−tm에서 α, β의최우추정값을Minka (2002), Rahman과Muraduzzaman (2010)의

방법을사용하여구하고, 이를이용해서 pj를계산한다.

4. 적용 및 모형비교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의하면 2014년 3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니에서 1553건의 에

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Figure 4.1은 기니에서 발생한 누적 감염환자수를 나타내며, Figure

4.2는 동일기간의 일일 발생환자수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자료에대하여앞에서제시한두가지방법으로기초감염재생산수와전염확률분포를추정하였

다.

Figure 4.1 Data of the cumulative numbers of infected cases in Guinea

Figure 4.2 Data of the numbers of daily infected cases in Guinea

Table 4.1은 경험적 전염확률분포와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하여 기초 감염 재생산 수 R0의 추정

값과이의표준오차를보여준다. t = 50일때의기초감염재생산수의추정값은각각 0.58054, 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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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100일 때의 기초감염 재생산 수의 추정값은 각각 0.742558, 0.789158, t = 150일 때의 기초감염

재생산 수의 추정값은 각각 0.898116, 0.959672, t = 200일 때의 기초감염 재생산 수의 추정값은 각각

1.598011, 1.856321로, 경험적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추정값이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추정값보

다 작게 나타났다. Figure 4.3에서는 초기에는 경험적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추정값이 감마 전염확률

분포를 사용한 추정값보다 크지만, t = 29부터는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추정값이 더 크게 나타

났다. 또한 기초 감염 재생산 수의 추정값 R̂0은 경험적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경우는 t = 159 (8월

30일)를 지나면서,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사용한 경우는 t = 156 (8월 27일)을 지나면서 1보다 커져

대규모 발생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4는 t = 200에서 경험적 전염확률분포,

Figure 4.5는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나타낸다. 경험적 확률분포함수는 t = 200인 경우 199개의 모수를

추정해야하는단점을갖고있으나, 감마확률분포함수는두개의모수 α, 1/β로전염확률분포를간략하

게 추정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Table 4.1은 t = 50, 100, 150, 200에서 α, 1/β의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α, 1/β의 추정값에서 t가 커짐에 따라 감마분포의 기댓값 αβ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Figure 4.3 The estimates of the basic reproductive numbers R0 for Ebola virus counts in

Guinea using our two methods

Table 4.1 The parameter estimates and their standard error in parentheses

for Ebola virus counts in Guinea using our two methods

t
Empirical transmission Gamma transmission

R̂0 R̂0 α̂ (shape) 1̂/β (rate)

50 0.58054 (0.04743) 0.60113 (0.04911) 2.01408 (0.00251) 0.07887 (0.00011)

100 0.742558 (0.04149) 0.789158 (0.044102) 1.914493 (0.001686) 0.037854 (0.000037)

150 0.898116 (0.040449) 0.959672 (0.043221) 1.876710 (0.001343) 0.024833 (0.000020)

200 1.598011 (0.044519) 1.683745 (0.046908) 1.856321 (0.001148) 0.001846 (0.000013)

5. 결론 및 토의

전염병과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해

서기초감염재생산수 R0를추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White와 Pagano (2008)가제시한기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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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he estimated empi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t=200)

Figure 4.5 The estimated gamma transmission distribution (t=200)

염재생산수 R0를계산하는방법에서전염확률분포를임의적으로정해놓고있으나본논문에서는경험

적 전염확률분포와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제안하였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

라 바이러스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특히 감마 전염확률분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수의 개수를 최소

화시켜서모수추정을용이하게구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실시간추정이가능하여실제상황에서적

용하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다. 단지 분기과정에서 확률함수를 유도할 때 사망자수를 동시에 고려하

지않았다는한계를갖고있으나이는차후에개선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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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pidemic is seemed to be extremely difficult for accurate predictions. The new

models have been suggested that show quite different results. The basic reproductive

number of epidemic for consequent time intervals are estimated based on stochastic

process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ransmission distribution estimation for Ebola

virus disease epidemic model. This estimation can be easier to obtain in real time which

is useful for informing an appropriate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outbreak. Finally,

we implement our proposed method with data from Guinea Ebola disease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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