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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드워드병은 양식넙치에 있어 치료가 어렵고, 모든 성장 단계에서 지속 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체 내에 존

재하면서 량 폐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발병한 양식넙

치의 다양한 증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 수온 구간  수온, -고수온, 고수온, 고- 수온 구간으로 나

어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을 분석하 다. 실험을 통해 분석된 의사결정 나무의 증상 패턴에는 간 결 을 비

롯하여 간 출 , 간 조직 변성 등 간의 증상이 에드워드병의 별 기 으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증상은 에드워

드병의 주요한 증상으로 알려진 것이며, 분석된 결과가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을 성공 으로 찾아주고 있음

을 수산질병 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 다.

ABSTRACT

Edwardsiellosis is difficult to treat in cultur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t is present in the fish for a 

long period during all growth stages, and it often leads to mass mortalites. In this paper, the clinical patterns of 

Edwardsiellosi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data into the whole-water temperature, low-water temperature, low-high 

water temperature, high-water temperature, and high-low water temperature groups based on various clinical signs of 

diseased cultured olive flounder using a decision tree technique. In the clinical sign patterns in the decision trees 

analyzed in the experiment, clinical signs in the liver, such as liver nodules, liver hemorrhages, and liver degeneration, 

were select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dwardsiellosis. The selected clinical signs were known as the major 

clinical signs of Edwardsiellosis, and through consultation with fishery disease expert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clinical signs of Edwardsiellosis were successfully foun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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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 명의 도래로 우리 사회 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수산양식도 미

래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1]. 스마트 수산양식을 

발 시키기 해서는 안 하고 건강한 양식 어류의 효율

인 생산  리가 필요하며, 특히 량 폐사를 방하

기 한 질병 리가 매우 요하다.

양식 어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원인별로 구분해 보면 

병원체에 의한 세균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양결핍 는 사료산패에 의한 양성 질병, 환경

의 악화와 격한 환경 변화에 의한 환경성 질병으로 나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독립 으로 는 서로 연 되

어 복합 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부분이다[2-3].

198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양식이 보 되면서 양식 기에는 별다른 질

병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양식 횟수가 거듭되고 사

육 도가 높아지면서 비 리오병，연쇄구균증  에드

워드병 등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에드

워드병은 양식넙치에 있어 치료가 어렵고 성육 도  모든 

성장 단계에서 지속 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체 내에 존재

하면서 폐사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으며, 폐사량이 심

한 양식장은 70～80%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양식넙치의 

요한 질병 의 하나가 되고 있다[4]. 

양식넙치에서 에드워드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 사육하 을 때로 배설물과 먹이 꺼기가 잘 배출되

지 못하여 사육 수조에 많은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에

드워드균은 증식 속도가 빨라 감염의 기회가 높기 때문이

다[5]. 따라서 양식넙치의 성육 환경 개선  에드워드병

에 한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넙치의 에드워드병에 한 신속한 

진단을 하여,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양식넙치의 에드워드병에 한 증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진단 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

상 패턴을 찾고자 한다.

Ⅱ. 련 연구

2.1 양식넙치의 에드워드병

양식넙치의 에드워드병1)은 세균성 질병 의 하나로 

Edwardsiella piscida라는 그람음성 간균에 의하여 발병

되며 사육 도가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면 에드워드균

이 격히 증식하여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로 

수온이 23℃ 이상이 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의 고수온에

서 유행되지만 해수를 가온시키는 순환수조에서는 연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3].양식넙치에서 발생하는 에드워

드병의 외부증상으로는 체색 흑화, 지느러미나 복부 발  

 충 , 복부 팽만, 탈장 등이 있으며, 해부 시에는 간장, 

장, 복부 궤양과 악취가 나며 농이 나온다[6]. 

그림 1은 피쉬 어연구소에서 수집한 에드워드병의 

증상을 보이는 양식넙치의 사진을 보여 다. 그림에서 

(a)는 탈장(Intestine hernia), 체표 흑화(Skin darkening)

와 복부 팽만(Abdominal distension)의 증상을 보이는 사

진이며, (b)는 탈장, 체표 흑화, 복수(Ascites)와 간 출

(Liver hemorrhages)의 증상을 보이는 사진이다. 

(a) Intestine hernia,
   Skin darkening,
   Abdominal distension

(b) Intestine hernia,
   Skin darkening,
   Ascites,
   Liver hemorrhages

그림 1. 에드워드균에 감염된 양식넙치의 
Fig. 1 Examples of olive flounder infected with 

Edwardsiella piscicida

2.2 IT 기반 넙치의 질병 진단 사례

IT를 목하여 어류의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 사례로는 

어류에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 정보

를 제공하기 하여 개발된 진단 도우미와 문가로 구성

된 2단계 어류 질병 진단 시스템이 있다[7].

이 시스템은 양식넙치에서 찰되는 증상들을 바탕으

로 후보 질병 이름과 확정 진단 방법을 제시하는 진단 

도우미 시스템과 병원체의 미경 상으로부터 확정 진

1) https://www.nifs.go.kr/fishguard/disease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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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질병명과 이에 맞는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 

문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종의 질병에 하여 

수온  어체의 성장 단계, 외부 찰 증상, 내부 찰 

증상, 미경 찰 증상을 순차 으로 선택하면 후보 질

병과 확정 진단을 한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도우

미 단계에서는 정  미경 찰을 통한 확정 진단을 하

도록 정이 나면 병원체를 찰한 정  미경 상으로

부터 패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3종의 기생충성 병원체

를 별함으로써 정확한 질병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진

단된 질병에 맞는 처방과 약제 정보를 SMS를 통하여 양

식 어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질병 진단 문가의 진단 과정을 

토 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질병 진단 사례 데이터를 통

해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2.3 의사결정 나무의 용 사례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분석 기법은 통계학과 데

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 모델링 

방법  하나로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을 트리 구조

로 표 하여 분류(Classification) 는 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해와 설명이 쉽다는 장 이 

있다[8].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이 용된 사례로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우울 노인의 자살 방을 

한 교육  재를 해 자살 험이 높은 집단의 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9]와 우리나라 심 질환자의 

재입원에 한 험 요인을 통합 으로 분석하여 심

질환자의 재입원을 감소하고자 하는 연구[10]가 있다. 

한,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 확률을 측하

여 막 한 재산과 인명 피해에 비하기 한 연구[11]와 

남조류의 발생이 량 번성  사멸에 따라 수체 내 산소 

고갈  유기물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낙동

강 본류 구간의 선제  녹조 리를 한 연구[12] 등이 

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는 용량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유용한 정보를 시각 이고 명시 으로 표 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으므로 험 요소를 측하고 

방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III. 실험 데이터

3.1 데이터 수집  처리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양식넙치의 에드

워드병에 한 증상 패턴을 분석하기 해 피쉬 어연구

소2)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한 양식넙치의 질

병진단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이 데이터는 제주지역 39곳

의 양식장을 매주 1회 정기 으로 방문하여 질병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량 폐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 상 건강상태가 상 으로 나빠 보이는 개체를 1회

당 5마리씩 채취하여 증상을 검사하고 질병을 진단한 데

이터이다[13].

수집한 질병진단 데이터에는 미경 검경 등 여러 증

상에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어 처리를 통해서 결측치 

데이터를 제거하 다. 결측치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6년은 301개, 2017년은 1,933개, 2018년은 

3,514개로 총 5,748개이다(표 1).

Year Source data(n) Used data(n)

2016 709 301

2017 2,180 1,933

2018 3,558 3,514

Total 6,447 5,748

표 1. 실험 데이터
Table 1. Experimental data

실험 데이터는 양식넙치의 증상과 질병 진단 정보로써 

수온과 체표 흑화(Skin darkening), 두부 염증(Head 

inflammation), 안구 염증(Eye inflammation), 복부 팽만

(Abdominal distension), 탈장(Intestine hernia) 등 50개

의 외부 증상(External clinical signs)과 간 출 (Liver 

hemorrhages), 간 결 (Liver nodule), 간 조직변성(Liver 

degeneration), 신장 비 (Kidney enlargement), 복수 

증(Severe ascites) 등 45개의 내부 증상(Internal clinical 

signs)을 포함한다. 그리고, 진단한 질병에는 넙치에서 자

주 검출되며 폐사를 일으키는 비 리오균(Vibrio spp.), 

슈도모나스균(Pseudomonas spp.), 에드워드균

(Edwardsiella piscicida), 연쇄구균(Streptococcus 

parauberis), 스쿠티카충(Scuticociliatida), 아메바

(Amoeba), 익티오보도충(Ichthyobodo sp.)의 7개의 주요 

2) http://www.fish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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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major pathogens)와 넙치에서 주요 폐사 원인으

로 작용하지 않거나 낮은 빈도로 검출되는 트리코디나

(Trichodina sp.), 백 충(Cryptocaryon irritans), 선충

(Nematoda), 충(Tapeworm), 포자충(Sporozoa), 흡충

(Trematoda)의 6개의 기타 병원체(minor pathogens)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극히 드문 경우의 병원체가 있지만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한, 세균성 질병 진단 방법으로는 에드워드균을 선

택 배양할 수 있는 SS한천배지(Salmonella Shigella 

agar)를 사용하 으며 에드워드균은 그림 2와 같이 검은

색의 콜로니를 형성한다. 추가 동정이 필요한 경우는 

GSPs(gene specific primers)를 사용한 직  콜로니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법을 사용하 다[13].

그림 2. 에드워드균의 콜로니
Fig. 2 Colonies of Edwardsiella piscicida 

양식넙치의 에드워드병은 치어에서 성어에 이르기까

지 모든 성장 단계에서 발생되며, 보통 수온이 23℃ 이상

이 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5]. 따라서, 

수온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균성 질병인 에드워드병의 

분포를 알아보기 하여 양식넙치의 질병진단 데이터를 

수온과 계 을 함께 용하여 수온 구간을 구분하 다. 

이때, 수온은 양식장 내부에서 측정한 양식 수조의 사

육 수온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계 에 상 없이 수온이 

22℃ 이상일 때를 고수온 구간(Temp.H)으로 구분하고, 

연  1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수온 구간(Temp.L), 수온

이 22℃ 미만이면서 6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수온이 차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고수온 구간(Temp.LH), 22℃ 

미만이면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여름철의 높은 수온

에서 차 낮아지는 시기이므로 고- 수온 구간

(Temp.HL)으로 정의하 다. 

이 기 에 따라 5,748개의 양식넙치 데이터를 양식 수

조의 사육 수온에 따라 정해진 4개의 수온 구간별로 구분

하 으며, 수온 구간 2,074개, -고수온 구간 1,059개, 

고수온 구간 547개, 고- 수온 구간 2,068개로 분류하

다. 그리고, 4개의 수온 구간별로 7개의 주요 병원체 그룹

과 6개의 기타 병원체 그룹,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 다. 

각 수온 구간에 해서 7개의 주요 병원체와 6개의 기

타 병원체에 감염된 비율을 비교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질병 분포를 보 다. 종묘 넙치를 입식하여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고수온 구간(Temp.LH)에서는 질병 분

포가 22%로 가장 낮았으며, 고수온 구간(Temp.H)과 고-

수온 구간(Temp.HL) 그리고 수온 구간(Temp.L)에

서는 각각 25%, 27%, 26%로 지속 으로 질병이 발생하

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3. 수온 구간에 따른 양식넙치의 단독감염 
분포

Fig. 3 Distribution of single infections of cultured 
olive flounder according to water temperature 

groups 

3.2 수온 구간별 단독감염 질병 분포 

실험 데이터에서 에드워드병이 차지하는 분포를 확인

하기 하여 수온 구간별로 7개의 주요 병원체인 비 리

오균(Vib.), 슈도모나스균(Pse.), 에드워드균(Edw.), 연쇄

구균(Str.), 스쿠티카충(Scu.), 아메바(Amo.), 익티오보도

충(Ich.)과 기타 병원체(Minor), 그리고 주요 병원체와 기

타 병원체 모두 검출되지 않은 데이터(None)의 비율을 

비교하 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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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L (b) Temp.LH

⒞ Temp.H (d) Temp.HL

그림 4. 수온 구간별 병원체 각각의 단독감염 분포
Fig. 4 Distribution of single infections with each 

pathogen by water temperature group

에드워드균은 1월에서 5월까지의 수온 구간

(Temp.L)에서는 1.32%, 6월에서 8월까지의 -고수온 

구간(Temp.LH)에서는 3.33%, 22℃ 이상의 고수온 구간

(Temp.H)에서는 7.14%, 9월에서 12월까지의 고- 수온 

구간(Temp.HL)에서는 3.91%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에드워드균은 주로 고수온 구간

(Temp.H)과 고- 수온 구간(Temp.HL)에서 검출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3.3 질병 간의 상 계

에드워드병과 다른 질병 사이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이 계수(Phi coefficient)3)를 측정하 다. 이 계수

는 두 변수 모두 질 으로 양분되는 이산 인 경우에 상

 정도를 악할 수 있는 계수이다.

3) https://en.wikipedia.org/wiki/Phi_coefficient

Pathogens Phi Coef.

Vibrio spp.  0.21646860
Pseudomonas spp.  0.14022000
Ichthyobodo sp.  0.05003377

Streptococcus parauberis  0.01023207
Amoeba -0.03613051

Scuticociliatida -0.09599483

표 2. 에드워드균과 다른 병원체와의 상 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Edwardsiella piscicida 

and other pathogens

표 2를 보면 에드워드균과 비 리오균이 가장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병원체 에서 비 리오병

이 에드워드병과의 복합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드워드균과 비 리오균에 한 

이 계수의 값이 약 0.216으로 0.3 미만이므로 상 계

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Ⅳ.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으로 에드워드

병의 증상 패턴을 분석하기 하여 R 언어를 사용하 으

며,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을 분류하고 분석할 때는 

rpart() 함수를,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할 때는 rattle() 

함수를 이용하 다. rpart() 함수를 사용할 때 에드워드균

의 단독감염 여부를 의사결정 나무의 종속변수로 설정하

고, 양식넙치의 외부증상(ES: External clinical signs)과 

내부증상(IS: Internal clinical signs)은 독립변수로 설정

하 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범주화하여 분석을 수

행하 다. 그리고 CP(complexity parameter)값과 의사결

정 나무의 최  깊이(maxdepth), 노드에서의 최소 측

치 개수(minsplit)의 조 을 통해 의사결정 나무를 최

화하 다[14].

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식넙치의 에드워드

병이 수온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체 수온 구간과 수온 구

간(Temp.L), -고수온 구간(Temp.LH), 고수온 구간

(Temp.H), 고- 수온(Temp.HL)으로 나 어서 의사결

정 나무 분석을 수행하 다.

각 구간별로 에드워드균에 단독감염된 데이터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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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 으며, 여기에서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

의 의미는 임상 증상은 있지만 주요 병원체와 기타 병원

체가 모두 검출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의사결정 나무에서 노드(Node) 색상의 진하기로 이 노

드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 

나무의 란색 노드와 연두색 노드들이 1.00(100%)에 가

까울수록 진한 농도로 보이며, 이는 정의 정확도로 간

주할 수 있다. 그리고 체 측치 에서 각 노드에 속하

는 비율을 넙치의 해당 임상에 한 증상이 “있음(Y)”과 

“없음(N)”으로 구분하고, 맨 아랫 에 치한 터미  노

드(Terminal node)의 백분율은 체 측치 에서 노드

에 포함된 측치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 분류 결과는 

“감염이다(Infected)”와 “감염이 아니다(Uninfected)”로 

정하며, 연두색 노드가 “감염이다(Infected)”로 정이 

되는 경우이다.

4.1 체 수온 구간의 에드워드병 단독감염 분석

체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을 분석하

기 해서 5,748개의 체 양식넙치 데이터  에드워드

균에 단독감염된 84개의 데이터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

지 않은 822개의 데이터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 다

(그림 5).

그림 5. 체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 단독감염의 증상 패턴을 찾기 한 의사결정 나무
Fig. 5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clinical sign patterns of a single infection with Edwardsiella in the whole-water 

temperature group

그림 5를 보면 체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의 단독

감염은 뿌리 노드(Root no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석 

데이터 에서 약 9%에 해당하며, 에드워드병의 단독감

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맨 아랫 의 세 가지 경우이

다. 첫 번째는 노드 8번의 경우로, 간 결 (Liver nodule)

이 있으며 두부에 염증(Head inflammation)이 없고 복강

내근에 상출 (Petechial hemorrhages of 

Intraperitoneal muscle)이 없을 때 “에드워드균 단독감염

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드 24번의 경우

로, 간 결 은 없으나 간 조직변성(Liver degeneration)이 

있고 주둥이 염증(Snout inflammation)이 있으며 아가미

는 비 (Gill enlargement)하지 않을 때 “에드워드균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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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

드 56번의 경우로, 간 결 이 없고 간 조직변성은 없으나 

두부 염증(Head inflammation)이 있고 비장이 비 (Pale 

spleen)하고 체표 상출 (Skin petechial hemorrhages)

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

다.

체 수온 구간의 패턴 분석에서는 첫 번째로 간 결

이, 두 번째로 간 조직변성이 주요한 별 기 으로 별

되었다. 이는 에드워드병의 주요한 임상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미있는 증상 패턴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4.2. 수온 구간별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 분석

가. 수온 구간의 에드워드병 단독감염 분석

1월부터 5월에 해당하는 수온 구간의 양식넙치 데이

터 2,074개 에서 에드워드균에 단독감염된 데이터 13개

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 287개로 의사결

정 나무를 구성하 다(그림 6).

그림 6.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 단독감염의 증상 패턴을 찾기 한 의사결정 나무
Fig. 6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clinical sign patterns of a single infection with Edwardsiella in low-water 

temperature group

그림 6을 보면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의 단독감

염은 뿌리 노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석 데이터 에서 

약 4%에 해당하며,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노드 8번의 경우

로 간 출 (Liver hemorrhages)은 없으나 복강내근의 출

(Hemorrhages of Intraperitoneal muscle)이 있으며 생

식소내 물참(Fluid-filled inside gonad)은 없을 때 “에드

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

드 6번의 경우로, 간 출 이 있고 비장이 창백(Pale 

spleen)하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드 28번의 경우로, 간 출 이 있고 비장

은 창백하지 않으나 안구 염증(Eye inflammation)이 있

고 두부 염증(Head inflammation)도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는 노드 58번의 경우로, 간 출 이 있고 비장은 창백하지 

않고 안구 염증이 있으나 두부 염증은 없고 체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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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hemorrhages)이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

다”라고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6에서는 에드워드병의 주요한 증상이 

별 기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온 구간에서는 

에드워드균이 분리되더라도 에드워드병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에드워드균이 고수

온성 세균이므로 수온 구간에서는 폐사를 일으킬만한 

주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고수온 구간의 에드워드병 단독감염 분석

-고수온 구간은 연  수온이 체로 낮은 1월에서 

5월까지의 수온기를 지나 수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8

월까지이며 22℃ 미만의 양식넙치 데이터 1,059개 에서 

에드워드균의 단독감염 19개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 223개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 다(그림 

7).

그림 7. -고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 단독감염의 증상 패턴을 찾기 한 의사결정 나무
Fig. 7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clinical sign patterns of a single infection with Edwardsiella in low-high water 

temperature group

그림 7의 뿌리 노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수온 구

간에서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은 분석 데이터 에서 약 

8%에 해당하며,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을 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노드 4번의 경우

로, 심막내 고름(Intrapericardial abscess)이 있고 탈장

(Intestine hernia)이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드 10번의 경우로, 심막내 

고름이 있고 탈장이 아니며 비장이 비 (Spleen 

enlargement)하지 않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

고 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드 12번의 경우로, 심막내 

고름은 없으나 주둥이 염증(Snout inflammation)이 있고 

복수가 증(Severe ascites)이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

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노드 26번의 경우

로, 심막내 고름은 없으나 주둥이 염증이 있으며 복수 

증은 아니지만 간 조직변성(Liver degeneration)이 있으

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노드 14번의 경우로, 심막내 고름도 없고 주둥이 

염증도 없으나 체표 흑화(Skin darkening)이면 “에드워

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

섯 번째는 노드 60번의 경우로, 심막내 고름도 없고 주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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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염증도 없고 체표 흑화도 아니지만 생식소 출

(Gonad hemorrhages)이 있고 간 조직변성이 있으면 “에

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고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과 련된 증상의 첫 

번째 인자로 심막내 고름이 별되었는데 이는 연쇄구균

의 감염증상이다.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연쇄구균도 

발병하는 시기이므로 항생제(베타락탐계)를 사용한다. 

베타락탐계(beta-lactam) 항생제는 연쇄구균(그람양성)

에 맞춰진 항생제이므로 에드워드균에는 그 효과가 미비

하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으로 심막내 고름은 보이나 연

쇄구균이 검출되지 않아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으로 확인

된 경우라고 단된다. 즉, -고수온 구간의 증상 패턴 

분석에서는 연쇄구균과 에드워드균의 임상 증상이 함께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고수온 구간의 에드워드병 단독감염 분석

고수온 구간은 체 데이터 에서 계 에 상 없이 

양식넙치의 환경 수온이 22℃ 이상에 해당하는 양식넙치 

547개의 데이터 에서 에드워드균의 단독감염 15개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 62개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 다(그림 8). 고수온에서는 양식넙치의 질

병이 복합감염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독감염 

데이터의 수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의 

수가 상 으로 다.

그림 8. 고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 단독감염의 증상 패턴을 찾기 한 의사결정 나무
Fig. 8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clinical sign patterns of a single infection with Edwardsiella in high-water 

temperature group

그림 8의 뿌리 노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수온 구간에

서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은 분석 데이터 에서 약 19%

에 해당하며,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노드 4번의 경우로, 

신장이 비 (Kidney enlargement)하고 장 출 (Intestine 

hemorrhages)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드 10번의 경우로, 신장이 

비 하고 장 출 이 있고 체표 출 (Skin hemorrhages)

이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

다. 세 번째는 노드 44번의 경우로, 신장이 비 하고 장 

출 이 있고 체표 출 은 없고 아가미뚜껑 염증(Gill 

opeculum inflammation)이 있으나 간이 비 (Liver 

enlargement)하지 않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

고 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노드 6번의 경우로, 신장이 

비 하지 않고 체표 흑화(Skin darkening)이면 “에드워드

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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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의 경우로, 신장이 비 하지 않고 체표 흑화도 아니고 

아가미가 창백(Gill pale)하지 않지만 장내 물참

(Fluid-filled Intestinal lumen)이 있고 아가미 출 (Gill 

hemorrhages)이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노드 58번 경우

로, 신장이 비 하지 않고 체표 흑화도 아니고 아가미가 

창백(Gill pale)하지 않고 장내에 물참이 없지만 복강내근 

출 (Hemorrhages of Intraperitoneal muscle)이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고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과 련된 증상의 첫 번째 

인자로 신장 비 가 별되었는데 이는 에드워드균 감염

이 성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고- 수온 구간의 에드워드병 단독감염 분석

고- 수온 구간은 수온이 차 낮아지는 9월부터 12월

까지이며 22℃ 미만에 해당하는 양식넙치 2,068개의 데이

터 에서 에드워드균의 단독감염 데이터 37개와 어떤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 250개로 의사결정 나무

를 구성하 다(그림 9).

그림 9. 고-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 단독감염의 증상 패턴을 찾기 한 의사결정 나무
Fig. 9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clinical sign patterns of a single infection with Edwardsiella in high-low water 

temperature group

그림 9의 뿌리 노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 수온 구

간에서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은 분석 데이터 에서 약 

13%에 해당하며, 에드워드병의 단독감염을 정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이 에서 첫 번째는 노드 

4번의 경우로, 간 결 (Liver nodule)이 있고 복강내근 

상출 (Petechial hemorrhages of Intraperitoneal 

muscle)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고 정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드 24번의 경우로, 간 결 은 

없으나 탈장(Intestine hernia)이 있고 간이 비 (Liver 

enlargement)하지 않고 아가미뚜껑 출 (Gill opeculum 

hemorrhages)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이다”라

고 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드 50번의 경우로, 간 

결 은 없으나 탈장이 있고 간이 비 하지 않고 아가미뚜

껑 출 이 있지만 복강내근 출 (Hemorrhages of 

Intraperitoneal muscle)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염

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노드 14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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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 결 이 없고 탈장은 아니지만 심장막 출

(Pericardium hemorrhages)이 있으면 “에드워드균 단독

감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노드 60번의 경우로, 간 결 이 없고 탈장이 아니며 심장

막 출 이 없지만 복강내근 출 이 있고 장 출

(Intestine hemorrhages)이 없으면 “에드워드균 단독감

염이다”라고 정할 수 있다. 

고- 수온 구간에서 에드워드병과 련된 증상으로 

첫 번째로 간 결  증상이, 두 번째로 탈장 증상이 별되

었다. 이는 에드워드병의 주요한 임상 증상으로써 의미 

있는 증상 패턴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3 실험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발병한 양식넙치의 다양한 증상과 진단에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 으

며, 에드워드병이 주로 고수온에서 발병하는 특징이 있어

서 수온과 증상과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체 수온 

구간  4개의 수온 구간으로 나 어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을 분석하 다. 분석을 통해 찾은 에드워드병의 주요 

증상 패턴은 표 3과 같다. 

Group Decision Tree rule

Temp.All

IS_Liver_nodule = Y &
ES_Head_inflammation = N &
ES_Intraperitoneal muscle
    _petechial hemorrhages = N

Temp.L IS_Liver_hemorrhages = Y &
IS_Spleen_pale = Y

Temp.LH IS_Intrapericardial_abscess = Y &
ES_intestine hernia = Y

Temp.H IS_Kidney enlargement = N &
ES_Skin darkening = Y

Temp.HL
IS_Liver_nodule = Y &
ES_Intraperitoneal muscle
    _petechial hemorrhages = N

표 3. 수온 구간별로 찾아진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의 

Table 3. Examples of Edwardsiellosis’s clinical sign 
patterns found in each water temperature group

넙치에서 에드워드균에 감염된 기에는 출 과 각 장

기의 크기가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복

수와 탈장 그리고 간의 농양과 결 이 생기게 된다. 체표

를 비롯한 각 장기의 출 이나 비장과 신장의 종 , 탈장

은 연쇄구균과 바이러스성 출 성 패 증 등에서도 공통

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간 결 은 에드워드병의 특

징 인 증상으로 다른 질병과 구분되는 증상이다. 간 결

은 에드워드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체내에서 질

병을 일으키는 상태인 만성 질병의 특이  형태이다.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체 수온(Temp.All) 구간의 

에드워드병 감염어로 분석한 결과와 고- 수온

(Temp.HL) 구간을 에드워드병 감염어로 분석한 결과에

서 간 결 이 에드워드병 별을 한 주요 증상으로 선

택된 것으로 보아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분석법이 양식

넙치의 에드워드병 증상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간 결 을 비롯하여 간 출 , 

간 조직변성, 간 비  등 간의 증상이 에드워드병의 주요

한 단 기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에드워드병의 특징

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넙치 양식장들은 수산질병 리사들이 정기 으로 방

문하여 질병의 발생을 리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데이

터는 정기검진의 결과를 수집한 것으로 양식장을 방문하

여 상태가 나빠 보이는 것을 골라 검사에 사용한 것이다

[13]. 즉,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개체의 수가 상

으로 었으며, 반 로 감염이 되었지만 아직 기 단

계로써 임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개체가 다수 

분석 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 질병의 특이 인 증

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나무로 분석한 결과에서 

에드워드병의 정을 한 주요한 인자를 찾아낸 것으로 

단되며, 추후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

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어류의 다른 

질병의 분석  복합감염의 분석에도 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V.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양식넙치에 있어 치료가 어렵고 성육 도  

모든 성장 단계에 지속 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체 내에 

존재하면서 폐사를 일으키고 증식 속도가 빠르게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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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드워드병에 한 의미 있는 증상 패턴을 찾기 해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을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에드워드병이 수온에 따라 발병 패턴이 달라지

므로 외부증상, 내부증상, 미경 검사, 질병 진단 등을 

포함한 질병진단 데이터와 수온 정보를 사용하여 수온 

구간별로 에드워드병에 한 증상 패턴을 분석하 다. 

의사결정 나무로 분석한 결과에서 간 결 을 비롯하여 

간 출 , 간 조직 변성 등 간의 증상이 에드워드병의 별 

기 으로 선택되었다. 즉, 에드워드병을 정하기 한 

주요한 인자를 찾아낸 것으로 보아 어류의 다른 질병의 

분석에도 용할 수 있음을 수산질병 문가의 자문을 통

하여 확인하 다. 

추후,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에드워드병의 증상 

패턴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다른 질병에 단독

감염된 어류뿐만 아니라 복합감염된 어류에 한 증상 

패턴 분석에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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