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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국제적인 테러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무역 센

터 테러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현실화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인하여 테러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로 생물테러와 수인성 전염병을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121개소 

중앙,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생물테러 가능한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

는 증후군과 수인성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증후군을 매일 보

고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5월 13일부터 2003년 5월 13일까지 응급실증후

군감시체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서울 경기지역의 급성설사증후군 환자를 대

상으로 두 가지 경보모형을 제시하 다.  첫째, 수인성전염병으로 밝혀지는 

연관성을 알아내어 조기 경보를 시행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시작한 2002년 5월 13일부터 2003년 5월 13일까지 보고받은 서

울․경기환자 3,185명을 대상으로 각 변수에 χ²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

한 값 설사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혈변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

(p<.001), 발열 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복통유무에 따른 최종진단

명(p<.001), 구토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환자위중도에 따른 최종

진단명(p<.005), 연령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 습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p<.005), 온도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판명되는 



주요 원인으로 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신경망을 이용하여  χ² 검증을 통해 도출해 낸 의미 있는 변수와 은닉 층의 

수를 선형에 가까운 1개로 구성한 결과가 오차비율 0.4로 96%의 예측 율을 얻었

다.  둘째, 생물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모형이다.  생물테러의 정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회에도 언젠가 생물테러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가정아래  강화방안을 개발하 다.  문헌고찰과 인터넷 검색 외국의 감시

체계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를 기반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모형

을 제시하 다.  먼저 1단계 경보는 지난 일주일의 표준편차보다 높은 경우,  2단

계는  지난 일주일의 표준편차보다 높은 경우가 이틀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3단

계 경보는 지난 일주일보다 두배 이상 높은 건수가 입력되었을 경우로  3단계 경

보를 시행하 다.  이는 급성설사증후군의 건수위주의 경보로서 평소보다 많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감시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신뢰도 및 의료기관의 대표성 등으로 시스템을 적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응급실 증후군 조기경보를 제공함으로

써, 감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

라, 급성 호흡기 증후군, 급성 발진증후군, 급성 신경증후군, 급성 출혈열 

증후군 등 조기 경보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응급실 

감시체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이라크 전쟁 발발 여부로 어수선한 이즈음 전 세계는 또 다른 전쟁위협에 노출

되고 있다.  20세기는 유례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특히 생

물학 분야에서 커다란 과학기술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Rifkin J, 1998).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편익을 인류에게 제고하여 왔지만(권역택, 1999),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에 의해 가공되거나 변형된 생물체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 재난 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왔던 것과는 질적으

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김정순, 2001).  컴퓨터, 

인공위성, 생명공학 등의 발달은 단순 폭약에만 의존해 왔던 재래식 무기체계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으며 생물무기(Biological Warfare)는 정보무기(Cyber 

Attack), 우주무기(Laser Missile)와 함께 21세기의 3대 무기로 중요시 되고 있다

(이만우, 2001).  지난 해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

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

되었으며(정은경,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인하여 

테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왕순주 등, 2001).  이라크전이 개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증

가하고 있어 생물테러에 대한 감시 강화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테

러 균으로 인한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Meltzer 

MI, 2001).  즉각적인 중재는 잠재적 사망자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감



소시킬 수 있다(Dhara VR 1993).  그러나 그 효과적인 중재는 얼마나 빨리 전염

병을 감지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초기 대응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Proctor ME Blair Ka Davis JP, 1998).  테러리즘의 균에 의한 전염병은 발견이

나 대처에 있어 단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Kaufmann AF, 1997).

   생물테러는 그 특성상 생산, 은닉, 운반 살포가 용이하며 질병잠복기로  인하

여 초기 감지가 어려우며, 이차 감염율로 장기간, 광범위한  피해지역 발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생물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물테러로 이용

될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보건원, 2002).  대부분의 전염병은 짧은 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원인과 규모의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이동준, 2001).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언제

나 존재하며, 산발적(sporadic)으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 갑자기 증가한 일시

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이 일시적인 현상인 유행을 설명하려면 그 질병이 유행

하는 시기의 여러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유행시기가 아닌 평상시에 질병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기술해 두

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발생과 분포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여러 요인과 조건까

지도 규명되어야 한다(오희철 등, 2003).  이러한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생물테

러 전염병 발생의 조기 감지를 위하여 응급실을 기반으로 생물테러와 전염병이 

의심되는 증후군 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운 하게 되었다.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목적은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한 증후군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과 더불어 수인성 전

염병 유행을  감지하여 조기 대처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특히 초기 감시체계



의 핵심적 고려사항은 신종 전염병이나 각종 행사를 포함하는 시기에 대한 강화

된 능동적 생물테러 감시체계를 운 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일 

1회 보고하고 있으므로, 생물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과 수인성 전염병에 초

점을 맞추어 증후군을 감시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하므로써 신속하게 전염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데이터간에 상관관계를 밝히고 상관관계에서 추출한 유의한 변수

는 데이터마이닝기법 중 신경망을 이용하여 급성 수인성 전염병으로 판명된 환

자를 대상으로 예측모형을 만들고,  문헌고찰과 인터넷검색,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생물테러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경보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

기경보모형을 만들고,  전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

이닝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집적하고 체계화하여 향후,  응급실증후군감시

체계에 생물테러와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경보를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생물테러를 대비한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초기 분석한 

후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신경망을 활용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 인지할 수 

있는 경보모형과 문헌고찰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생물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급성설사증후군 환자의 특

성을 밝힌다.

   둘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에 입력된 급성

설사증후군 환자의 조기경보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구축된  급성설사증후군 환자의 조기경보모형

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넷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모형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물테러(Bioterrorism)

 가. 생물테러 정의 및 특징

   생물테러 관련 국제 웹 사이트나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조사된 생물테러의 

공통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생물전쟁 혹은 생물테러란 잠재적

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

의할 수 있다(Atlas RM, 1999).  생물병원체를 이용하며 그 목표는 인간이외의 

다양한 생물체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있고, 잠재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성취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생물테러의  역사적 기원 및 발생 현황

   생물학적 무기는 1346년 타타르족이 크림반도의 카파시를 공격하면서 페스트

에 걸려 사망한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에 던져 넣은 것이 첫 실적사용 기록이다.  

곧바로 페스트가 번져 성이 함락되어 페스트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4년 동안 

2,500여만명이 사망했던 기록이 있다(양모 1997).  생물학적 무기는 21세기에 들

어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시점에 미국을 비롯

하여 몇 몇 국가에서 급속도로 발명됨으써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



다.  생물학적 무기는 탄저균을 비롯하여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프스, 발진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황우(黃牛)독소 등 세균과 바이러스 30여

종이 있다.  탄저균의  무기화 시험은 1942년에 국이 양을 대상으로 그리나드

섬(Gruinard Island)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탄저균의 가치를 확인한 후 미국에

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연구되었다(권혜란 등, 2002).  한편, 1960-1999년 사이

에는 총 66건의 생물무기를 이용한 범죄와 55건의 생물테러가 발생하 으며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생물무기 사용 예

case 병원체 동기/목적 이데올로기 대상 유포 경로 결과

Weather 

undergroun

d

(1970)

협박으로 

Ft.Detrick에서 

병원체를 

구하려함

일시적으로 

미국 

도시기능을 

마비시켜 

정부의 

무능을 입증

미 

제국주의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혁명 운동

미국 도시 

인구

화학/생물무기를 

도시 상수에 

유포할 

계획이라는 소문

U.S.Costom에 의해 

누출( 고)됐다 

하나 진위가 불명

R.I.S.E.

(1992)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질, 

수막염균을 

포함한 미생물 

병원체

자연의 

파괴를 

막기위해 

인류를 

말살하고 

선택된 

소수로 문명 

재시작

범인은 

ecoterrorist

와 60년대 

약물문화에 

향받은 

대학생

초기엔 

전세계 인구, 

나중엔 

시카고 

주위의 다섯 

개 주 역

공기분사, 

도시상수 오염 

등의 계획

약물 집단 발각시 

계획 실패. 

두명의 주동자가 

쿠바로 도피

Red Army 

Faction

(1986)

파리의 

은신처에서 

보툴리누스 

독소 배양

서독 관료와 

기업가들에 

대항할 목적

마르크스 

혁명 

이데올로기

특정 타겟 

불명
불명

나중에 독일 

정부(BKA)로부터 

배척당했다고 

함(잘못된 정보일 

가능성 큼)

Rajneeshee 

Cult

(1984)

Styphimurium

유권자들을 

무력화시켜 

선거에서 

이기고 지역 

정치권을 

획득할 목적

강력한 

주도자에 

의해 선도된 

인디언 종교 

문화

달라스, 

와스코 

카운티, 

오레곤의 

거주자들

주로 식당의 

샐러드 바를 

오염시키는 등의 

여러 방법

조직이 붕괴되고 

고자가 생겨 

계획 폭로

남아프리카 

CBW의  

공격용 

프로그램

(1970년대)

Infertility 

Toxin

(불임 독)

남아프리카 

내 흑인 

인종의 

말살을 위한 

정치적 목적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주의

ANC 

정치지도자, 

그들의 

지지자와 

흑인 

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

목표 대상자의 

옷에  독을 

묻히거나 초콜릿, 

담배 등에 숨겨 

섭취하도록 함

-

남아프리카 

CBW의  

공격용 

프로그램

(1979년대 

후반)

콜레라, 탄저
정부 반군의 

소탕

독립국 

형성을 

막으려는 

정치 전쟁

로데시아 

지역 정부 

반군

(현 

Zimbabwe 

독립국)

콜레라의 경우 

남아프리카 일부 

마을의 수원에 

살포, 탄저의 

경우는 

게릴라전에 

참가한 반군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로데시아 

군인들에게 제공

로데시아 지역에 

탄저병이 수천명 

발병하 으며, 

이중 82명이 사망

(자료출처: Kortepeter와 Parker, 1999)



표 4. 생물무기의 예(계속)

case 병.원체 동기/목적 이데올로기 대상 유포 경로 결과

Gulf 

War

탄저, 

보툴리누스 

독소, 

아플라톡신

전쟁 무기로 

사용

전쟁에

참가한 

군인 살상

-

탄저나 보툴리누스 

독소 폭로에 의한 

장기적 건강위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플라톡신은 저농도 

폭로 후에도 간암 

발생률의 증가

Aum 

Shinrikyo

(1995)

탄저균, 

보툴리누스 

독소, Q열, 

에볼라바이러

스, 그 외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묵시록적 

교리의 입증, 

반대파 제거, 

불리한 법정 

판정에 

반발,일본의 

정부를 장악

일본에서 

신정주의를 

이룩하려는 

신세기 

종말론자들

시민, 

반대자들, 

진리교에 

적대적인 

판사와 

조사하는 

경찰

에어로졸 형태로 

최소 10건 이상

화학무기로는 

20명이상 살해 

1000명 이상 피해를 

입었으나 생물무기는 

모두 실패

Larry 

Wayne 

Harris

(1998)

페스트, 탄저

(백신 

스트레인) 등 

여러 다른 

세균

미국에 이라크의 

생물 무기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내에 

백인들만의 

분리된 토를 

창설

기독교 

정체성과 

백인 

우월주의

우익애국자

단체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에 

대해 

막연히 

위협

농약 공중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살포

생물 테러에 관해 

널리 공포, 관리들을 

위협할 때 체포

Minnesot

a 

Patriots 

Council

(1991)

우편 주문한 

피마자씨에서 

추출한 리신

개인적 

복수심으로 

연방 정부에 

위해

반정부적 

tax-protester

s; 우익 

애국자 운동

IRS 관리, 

U.S.부사령

관, 지역 법 

집행관

DMSO, aloe 

vera, 건조 분무 

등을 통해 경피 

침투시킬 계획

FBI 정보원에 의해 

발각, 4명의 주동자 

체포

Sverdlov

sk, city 

of Soviet 

(Ekaterinb

urg)

(1979)

탄저

발생 당시에는 

오염된 고기가 

원인이었다고 

구 소련 정부는 

주장하 으나 

사실은구소련군 

생물무기 

시설에서의 

과실로 방출

구 

소련군에서 

전쟁시를 

대비한 

공격용 

생물무기를 

만들고자 

했던 

프로그램 

의도된 

목표 대상 

없음

구 소련군 

생물무기 

시설에서의 공기 

전파 형식으로의 

누출되었으나 

방출 방식이나 

방출의 원인이 

된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해당 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따라 

환자의 집락적으로 

발생, 94명의 발병자 

중 적어도 64명이 

사망하 고 

해당지역의 가축들도 

탄저로 사망

(자료출처: Kortepeter와 Parker, 1999)



2.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가.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의 구축배경 및 특징

   감시체계는 인구집단에서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를 수집, 분석 및 해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1).  우리나라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는 2002년도 월드컵 대회, 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

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테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응급실 감시체계의 목적으로는 생물테러가 의심

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한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수인성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

하기 위함이다(국립보건원, 2002).  응급실감시체계의 특징은 우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환자가 전염병으

로 확진되기 전, 증상을 보고하는 것이다.  전염병 감시체계나 표본 감시체

계는 환자로 밝혀지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시

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  학교전염병 감시체계의 결석자 보고가 유사

하나 학교전염병 감시체계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인 

체계를 아직 구축하지 못하 다.  이에 반해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는 즉

시 신고하는 체계이다.  전염병 감시체계의 경우 1, 2, 4군의 경우 즉시 보

고이나 기타의 경우는 7일 이내 보고이고, 표본감시체계의 경우 B형 감염

을 제외하고는 모두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이다.  소아에게 흔한 홍역, 유

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을 감시하는 소아전염병 감시체계의 경우도 



수두는 매 주 1회 보고한다.  또한 소아전염병 감시체계의 경우는 자발적 

참여로 강제성이 약하다.  응급실 증후군은 환자발생이 없을 경우에도 보

고하므로 조속한 시기에 환자발생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와 전염병감시체계

항 목 전염병 감시체계 표본감시 응급실 감시체계

정 의

ꋯ전염병 관리정책을 기획.

실행.평가하기 위해

ꋯ전염병발생자료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

석하며,

ꋯ이를 적시에 보건의료인에

게 배포하여,

ꋯ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반

ꋯ전수(全數)보고가 어렵거나(B

형간염, 인플루엔자, 성병),

ꋯ전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

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

엔자, 해외유행전염병)에 대

해서 일부 표본감시의료기관

을 중심으로 전염병 발생 상

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ꋯ생물테러 발생시 피해최소

화를 위해서는 생물테러 가

능한 전염병 발생을 조기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

는 것이 중요

ꋯ생물테러 전염병 발생의 조

기감지를 위하여

ꋯ응급실을 중심으로 생물테

러 전염병이 의심되는 증후

군 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운  

목 적

ꋯ전염병 발생 현황 파악

ꋯ전염병 발생 추이 관찰

ꋯ전염병의 유행 발생 조기 

인지

ꋯ전염병 유행 예측

ꋯ새로운 전염병 문제 발견

ꋯ전염병 관리사업 평가

ꋯ전염병 발생수준 파악

ꋯ전염병 발생경향의 변동양상 

파악 

ꋯ전염병 발생의 고위험군 파악

ꋯ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

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 발생

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ꋯ수인성 전염병 유행을 조기

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함

대 상

ꋯ제1군 전염병

ꋯ제2군 전염병

ꋯ제3군 전염병

ꋯ제4군 전염병

ꋯ지정 전염병

ꋯ제1-4군 전염병

  - B형감염(제2군)

  - 인루엔자(제3군)

  - 셩병(제3군)

ꋯ지정전염병

  - 바이러스성 간염

  - 해외유행전염병

  - 반코마이신 내성황색구균

    감염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ꋯ급성 호흡기 증후군: 탄저, 

페스트

ꋯ급성 발진 증후군: 두창

ꋯ급성 신경증후군: 보툴리눔

ꋯ급성출혈열 증후군: 

  바이러스성 출혈열

ꋯ급성설사증후군: 

  수인성 전염병

신고

범위

ꋯ대부분 환자와 의사환자를 

신고

ꋯ대부분 환자와 의사환자를 신

고

ꋯ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을 의

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ꋯ수인성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신고

시기

ꋯ제1,2,4군: 즉시보고

ꋯ기타: 7일이내보고

ꋯB형간염: 즉시

ꋯ기타: 7일이내

ꋯ환자발생즉시보고

ꋯ환자가없을시1일 1회보고

(Zero보고)

신고

의무자
ꋯ의사, 한의사 ꋯ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 ꋯ응급의료기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전염병 감시체계 2003)



나.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감시대상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감시대상은 1차적으로 생물테러가 가능한 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보이는 증후군으로서 급성 호흡기 증후군, 급성 발진 

증후군, 급성 신경증후군 및 급성 출혈열증후군으로 정하고 추가로,  수인성 전

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증후군도 포함한다(왕순주 등, 2001).

표 6.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감시대상

 감시대상증후군  감시대상질병

 급성호흡기증후군  탄저, 페스트

 급성발진증후군  두창

 급성신경증후군  보톨리늄 독소증

 급성출혈열 증후군  바이러스성 출혈열

 급성설사증후군  수인성전염병

(자료출처 : 국립보건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운 지침 2002)



다.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의료기관 지정

   지정절차는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국립보건원장이 지정하 으며 중

앙,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병원을 선정하 다.  시‧도별 생물테러대비 

표본 감시의료기관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국립보건원 2002).

표 7.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지정의료기관

시     도 지정 기관수 

서     울 32

부     산 11

대     구 6

대     전 7

광     주 4

인     천 4

울     산 3

경     기 7

강     원 4

충     북 4

충     남 3

전     북 6

전     남 13

경     북 8

경     남 5

제     주 4

총     계 121

(자료출처 : 국립보건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운 지침 2002)

라. 응급실 증후군 감시보고체계의 기관별 업무

   1) 응급의료기관 업무



    보고대상 증후군 환자보고를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일보고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대상 환자가 없더라도 매일 10시 이전에 

환자를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방법은 인터넷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고

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관은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

로 팩스를 이용하여 보고하며, 생물테러가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 진료시에

는 해당 보건소로 전화통보를 하고 있다.

   2) 시∙군∙구 보건소 업무

    응급의료기관 신고현황을 파악하며 미신고 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하여 

자료보고를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검체수거 및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환류한다.  증후군 별 

환자신고시 조치는 급성 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 출혈열 증후군

은 신고 접수 즉시 환자사례조사 및 검체확보한 후 시도 보건과와 사전협

의 후 대처한다. 급성 설사증후군의 경우 집단 발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

한 즉시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신고 된 증후군 환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역학조사 여부, 유행여부, 최종진단명에 대한 정보를 파악 후 응급실 

감시체계에 정보를 입력한다.

   3) 시도 보건과의 업무

    매일 오전 10-11시 사이에 의료기관 신고 현황을 파악한 후 환자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생물테러 의심환자 발생이나 유행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증후군별 환자 신고 시 조치는 급성 발진증후

군, 급성 신경증후군, 급성 출혈열 증후군일 경우 신고 접수 즉시 보건소와 

협의하여 환자사례조사 및 검체 확보 시행하며, 급성 설사증후군의 경우에

는 집단 발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보건소 역학 조사 등 지도 점검을 



수행한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환자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유행이 

의심되는 경우는 유행역학조사를 수행한다.

   4) 1339 정보센터

    시∙도별 자료를 분석하여 생물테러와 유행이 의심되는 자료를 시∙도 

보건과와 정보를 공유한다.

   5) 국립보건원

    전국에 응급실증후군 자료 분석하고 전국 환류자료 작성 및 배부를 시

행하며 생물테러 유행 의심 시 이에 적극 대응한다.

그림 1. 응급실증후군 감시보고체계

     (자료출처 : 국립보건원.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운  지침.  2002)



마. 외국의 감시체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이 문제되자, 1995년 세계

보건기구는 전염병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량 강화를 

임무로 하는 EMC(Emerging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Surveillance 

and Control)담당국을 설립하 다.  EMC의 주요 목표는 각 나라의 국가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나아가 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전염병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EMC Annual Report, 

1996).  특정전염병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체계로 인플루엔자(Flunet),  HIV

감염,  공수병(RABNET),  항상제내성 균주(ArinfoBank)와 기타 바이러스

성 출혈열과 Creutzfeldt-Jakob병,  Leishmaniasis,  African 

trypanosomiasis에 대한 실험실 네트워크가 운 되고 있다

(http://oms2.b3e.jussieu.fr/flunet).

1) 미국의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미국에서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통해 감시하는 질환은 탄저(Bacillus 

anthracis),  보툴니누스(Clostridium botulinum toxin),  프란시셀라 툴라렌

시스(Francisella tularensis),  두창(Variola major),  바이러스성 출혈열(Viral 

hemorrhagic fevers),  필로바이러스(filoviruses; e.g., Ebola, Marburg),  아

레나바이러스(arenaviruses; e.g., Lassa, Machupo),  페스트(Yersinia pestis)

를 감시한다.  또한 이들 질환의 조기 감지를 위해 뇌막염/뇌염

(Meningitis/encephalitis),  보툴리즘 유사 증후군(Botulism-like syndrome), 



열이 있는 발진(Rash with fever), 열이 있는 상∙하기도 염증(Upper/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with fever),  피부 병변(Cutaneous lesion), 패혈

증 또는 비손상성 쇽,  설사/위장염, 원인불명의 죽음의 증후군을 사용한

다.

   미국에서 생물테러에 대비한 증후군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체계는 ‘조

기 이상발생 보고체계’(EARS: Early Aberration Reporting System)와 이동

형 전문 응급출동조사체계시스템(ALERT:Advanced Lightweught 

Emergency Response Tracking System)이 있다

(http://www.cdc.gov/episurv/ESP/asp).

 1.1) 조기 이상발생 보고체계(EARS: Early Aberration Reporting System)

   EARS는 질병관리센터의 통계팀이 조기에 이상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이다.  EARS는 이상발생을 감지하기 위한 3가지 방

법을 가지고 있는 SAS 프로그램의 두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의 양에 

따라 3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

(1) 일시적 방법(Drop-in methods)

   일시적 방법은 모여진 정보가 3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비전통

적인 감시체계이다.  이 방법은 단 하루의 정보만 있어도 적용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2) 단기간 방법(Short-term methods)

   단기간 방법은 정보의 축적이 3년은 되지 않았지만 15일은 넘은 경우에 

적용되는 비전통적인 감시체계에 적용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시적 방



법보다 안정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의 계절성을 반 할 

수도 있다.

(3) 장기간  방법(Historical methods)

   장기간 방법은 현재의 정보가 적어도 4년 이상 모여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전통적인 감시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우 안정

된 질병의 계절성과 기초정보를 만드는데 있다.

   EARS는 현재 미국의 약 20개 주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플루엔

자 감시체계,  911 정보, 응급실 정보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

아 분석하고 있다(http://www.cdc.gov/episurv/ESP/asp).

1.2) 이동형 전문 응급출동 조사 체계시스템:

ALERT(Advanced Lightweight Emergency Response Tracking System)

   2001년에 발생한 탄저 사건으로 신속한 생물테러에 대한 대처,  정보체

계 확립,  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수용을 할 수 있는 표준

화된 정보체계의 부재라는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생물테러 대처반

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표준화,  이동성, 및 유연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

로 하게 되었다.  ALERT의 일시적 방법(Drop-in)은 감시체계를 위해 생물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 검사물 및 약물치료의 추

적을 위한 사후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응급상황 전에 체계가 개발됨으

로써 ALERT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감시체계를 적

용하는데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ALERT는 다른 정

보원 및 다른 시기의 사건으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ALERT는 역학요원, 실험실 요원 및 보건관리자가 전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LERT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이들을 

연동시킬 필요가 없으며,  환자의 추적, 행사 전후 감시체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LERT는 일상적인 전염병 발생의 조사 시 환자의 추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응급상황 전에 이 체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유지 

시킨다.  하지만 ALERT는 MS access를 사용하고 있어 동시에 정보를 입

력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http://www.cdc.gov/epo/dphsi/syndromic.htm).

2. 일본의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일본의 감시체계는 1981년도에 급성 감염성 위장염, 무균성 뇌막염, 급

성뇌염/뇌증의 감시체계로 시작하 다.  1998년도에 WHO의 정의를 적용

하 으며,  2000년도에 후쿠오까-미야자끼 G8회의에 팩스를 이용한 보고체

계를 적용하 다.  2002년 월드컵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웹에 기초한 보고

체계를 갖추었다.  2002 월드컵 증후군 감시체계에 87개 병원이 감시체계

에 참여하 으며,  월드컵이 열리는 10개의 도시에 위치한 병원들이 중심

이 되어 참여하 다.  참여 병원은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진료

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염병 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기장이나 호텔이 

가까운 병원으로 선정하 다.  환자가 발생하 을 때 인터넷을 통해 보고

한다.  보고 되는 환자의 기준은 우선 응급실에 24시간 입원하는 환자 중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및 1세 미



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정보입력은 다음 날 정오이다(그림 2). 

그림 2. 일본의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보고기준

24시간 재원 외래환자24시간 재원 외래환자

1살 ≤1살 ≤ 1살 >1살 >

감염의심 또는 확진감염의심 또는 확진 손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에 의한

감염

손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에 의한

감염

입 원입 원 퇴 원퇴 원

보 고보 고 보고 안 함보고 안 함

   다음 보고기준은 5가지의 증후군으로 급성 피부, 점막 또는 출혈 증후

군, 급성 호흡기 증후군,  급성 위장관 증후군,  급성 신경 증후군,  급성 

비특이적 열 증후군을 포함한다(표 6).



표 8. 일본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의 5가지 증후군 

내  용

 1) 급성 피부, 점막 또는 출혈 증후군

    -피부 점막의 증상 또는 출혈

    -피부 발진, 자반, 코피, 위장관 출혈 등

 2) 급성 호흡기 증후군

    -기침, 목의 통증, 가래, 또는 호흡곤란

 3) 급성 위장관 증후군

    -설사, 구토 또는 복통

 4) 급성 신경 증후군

    -의식수준의 변화, 마비, 발작, 근 무력

 5) 급성 비특이적 열 증후군

    -열, 두통, 근육통, 피로, 간비장비대, 림프절증, 

    -간기능장애, 황달

   초기분석과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있으며 

각 기관에 한명 또는 두 명의 보건관리자가 책임진다. 시간에 따른 경향, 

나이 분포, 지역별 및 병원별로 분석한다.  데이터는 Excel 파일로 다운로

드가 가능하다. 

   매일 보고하며 전국단위로 웹 사이트에 올려지고 그 내용은 나이별, 병

원별, 성별 등 전국의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된다. 

   발병이 흔하지 않은 지역에 증가하거나, 집단 발병이 의심될 경우 그 

지역에 적극적인 조사가 시행되며, 병원의 의뢰나 전문가의 의뢰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http://idsc.nih.go.jp/index.html).



3) 인도네시아 감시체계

   인도네시아 감시체계는 조기 경보 유행인지 체계(Early Warning Outbreak 

Recognition System : EWORS)라고 하는데,  증후군 감시체계의 일종으로 

인도네시아의 5개 지역으로부터 매 24시간마다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환자

의 특징적 증상을 수집하여 신고하면,  24시간마다 특정 증상과 징후를 분

석,  복합 증후군으로 만들어 지역별로 그려 넣고 그 증감과 발생상황을 

판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http://idsc.nih.go.jp/index.html). 

3.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가.  데이터마이닝의 출현 배경

   정보시스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

한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이순철 1999).  또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

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려는 노력과 그들 데이터로부터 매우 가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창의적인 작업이 전적으로 인간들의 몫인 것으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오

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추론인자 등 학문의 진전으로 이러한 작업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Adriaans P, Zantinge 

D, 1997).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대개 방대한 데이터 더미에 파묻혀 있



어 기존에 사용하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혹은, 데이터베

이스 기법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솔루션으로, 데이터로부터 무엇인가를 발굴한다는 뜻에서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개념이 발생하 다(정현, 1999).

나. 데이터 마이닝의 단계

   데이터 마이닝 과정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Berry J. Linoff G, 1996). 

각 단계는 여러 업무로 분할 가능하며 상이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림 3. 지식탐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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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용데이터



 1) 1 단계 : 요구분석(Requirement Analysis)단계로 대상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 단계이 산출물은 이후 단계들의 준비와 실행에 

관한 전략적인 단계이다.

 2) 2 단계 : 도메인 분석(Domain Analysis) 단계로 응용 도메인, 데이

터, 환경적 특성에 관한 지식을 분석하여 초기 데이터마이닝 계획을 수립

한다.

 3) 3 단계 : 데이터 집합정의(Definition of Data Set)의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의 대상이 될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들의 통합이 전제된다.

 4) 4 단계 : 사전처리(Preprocessing)의 단계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

용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과업이 포함된다. 

 5) 5 단계 : 데이터 탐색(Data Exploration)과 변형(Transformation)의 

단계로 데이터 마인에 적용할 데이터에 대한 통찰과 흥미있는 데이터 또는 

특성의 부분집합을 파악하고, 속성값을 유의미한 값으로 변형한다.

 6) 6 단계 :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적용(Application of Data Mining 

Technique)의 단계로 다양하고 상이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중에서 적합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야 한다.  특정 기법은 특별한 데이터 형태를 요구하므로 또 

다른 사전처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7) 7 단계 : 해석과 평가(Interpretation and Evaluation)의 단계로 데이

터마이닝 결과는 사용자가 이해 가능한 용어 또는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step1에서 정의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

된다.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



서 해당되는 단계를 반복한다.

 8) 8 단계 : 데이터마이닝 결과 적용(Deployment)의 단계로 성공적인 

데이터 마이닝 과업의 결과는 의사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된다. 

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1) 연관성 측정(Associations)

   연관성 규칙(association rules)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아직은 일어나

지 않은 답(예를 들어, 예/아니오)을 얻고자 하는 예측(Prediction)의 문제

나 고객들을 특정목적에 따라 분류(Segmentation)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 

혹은 서비스(이하 상품)의 거래기록(historical)데이터로부터 상품간의 연관

성 정도를 측정하여 연관성이 많은 상품들을 그룹화하는 클러스트링의 일

종으로서,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김현정, 

2002).  일반적으로 연관성 분석은 수학과 통계학의 확률과 기대치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 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 원인과 결과의 직접적인 인

과관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두 개 또는 그 이상 자료들 사이의 상호 관

련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개 이러한 연관성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대용량의 자

료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연관성 규칙들이 모두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연관성을 찾아낸 다음 그 

규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s)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

(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최종후 등 2002).  데이터마이닝의 

분류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의 레코드를 부

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  즉 부류별 특성을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장남식, 1999).  데이터마이닝에서의 의사결정나무는 탐색

(exploration)과 모형화(modeling)의 특성을 지니며, 사전에 이상치(outlier)

를 검색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분석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교호효과를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분류 또는 예측 모형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하나의 나무구조를 이루고 있

으며, 마디(node)라고 불리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변수(target 

variable)인 뿌리마디(root node)로부터 시작하여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에 의해 각각 가지(branch)가 끝마디(terminal node)에 이를 때까

지 자식마디(child node)를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완성된다.  의사

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부

모마디로부터 자식마디들이 형성될 때 예측변수의 선택과 병합이 이루어지

는 기준인 분리기준(splitting criterion), 정지규칙(stopping rule), 가지치기

(prunning)방법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결

정나무형성방법들이 만들어진다(Choi JH, 1998). 

3) 클러스터링(Clustering)

   의사결정 나무와 달리 클러스터 알고리즘은 의미의 라인에 따라 데

이터를 분할하지 않지만 군집으로 데이터를 그룹 짓는다. 데이터를 공통의 



기준 주위로 그룹 짓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은 시각적 표현용으로 가장 유용

하다.  많은 프론트엔드 도구는 이러한 그룹들을 표적지의 총알구멍으로 

표현한다.  얼마간 사격한 후의 임의의 표적지와 마찬가지로, 전체 표면에

는 총알 구멍이 있지만 일부 지역들에는 집된 총알구멍, 즉 군집을 가지

고 있다.  만약 총알구멍이 판매 데이터를 나타낸다면 그룹 즉, 군집은 공

통점이 많은 판매 사례를 나타낸다.  데이터 포인트 즉, 총알 구멍들의 교

차점을 바라봄으로써, 그 판매 사례가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권오주, 2001).

4) 신경망 모형(Neural networks)

   신경망 모형의 시초는 1943년 맥컬럭(McCulloch)과 피츠(Pitts)의 논

문(McCulloch W.S, Pitts WH, 1987)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두

뇌를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잘 정의된 컴퓨터라고 여겼다.  단순

한 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델을 보여주었고, 또한 패턴 분류 문제가 인

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규명하는 이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다.  

자료분석 분야에서 신경망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자료에서의 예측

(Predic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연한 비선형모형(nonlinear 

models)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인간두뇌의 생물학적 정보처리 기전을 

사용하여 휴리스틱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모형화한 것이 바로 인공 신경

망 모형이며 그 학습 능력과 추론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경망은 통계학적 모형과는 달리 그 자체의 귀납적 특성으로 인해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수립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통계학적 모형에

서 요구되는 엄격한 가정(strict assumption)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통계학적 방법론은 엄격한 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용범위

에 제한을 받거나,  가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나 

사용기법의 적정성 등이 문제시되지만 인간의 뇌의 신경조직을 수학적으로 

모형화 한 인공신경망은 고도의 병렬분산처리(Parallel destribution 

processing)를 하는 모형으로서, 이러한 통계학적 가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

으며 통계학적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비모수

(nonparameter)∙비선형(nonlinear)모형이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출력층(output layer), 그리고 하나 이

상의 은닉층(hidden layer)의 계층구조를 가진다.  각 층은 하나 이상의 노

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층의 노드와 서로 가중치를 가지고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뉴런(neuron) 또는 처리요소(processing 

element:PE)라고 불리는 각각의 노드는 하부단계의 출력치를 입력으로 받

아 특정 전이함수의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 출력치는 다시 다음 

단계의 입력 변수로 사용되는 구조를 갖는다(정현 1999).



그림 4.  다층 인공신경망

(자료출처 : 최종후 등.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및 활용 2001)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
Hiddi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

은닉마디
Hidden unit

뉴런의 인공적인 모델은 인간두뇌의 생리학적 특성에 두어 그림 4와 같

이 다입력 1출력 소자로 구성된다.  신호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고 어떤 

무게치(weight 혹은 결합하중: Wі)가 걸려서 결합된 인공세포에 입력된다.  

이 무게치에 의해서 뉴런의 결합강도가 나타내어지며 뉴런의 실제 출력값 

net는 모든 입력의 합의 동작이다(임 도 등, 1992). 

net =χ     
 ₁w₁ + χ     

 ₂w₂+ χ
   

₃w₃+ ・・・・+ χ
   

nw n =Σ
i= 1

n

χ     
iw i



그림 5. 뉴런의 인공적인 모델

합(    )
신경세포
(neuron)

합(    )
신경세포
(neuron)

시그모이드함수시그모이드함수
Σ

출력

F(net)net

x1

x2

x3

xn

(자료출처 ; 임 도 등 퍼지∙신경망∙유전진화. 1992)

뉴런의 출력값은 net값에 함수를 취하여 구한다.  일반적인 전이함수에

는 계단함수(hard limit),  선형함수,  경사함수,  그리고 S자 형태의 시그

모이드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김응수, 199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02년 5월 13일부터 2003년 5월 13일까지 시∙도지사의 추

천에 의해 전국의 중앙,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121개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설사(산발) 환자 총 4,264건 중 주소지가 서울 경기지역 3,186건을 대상

으로 초기 분석을 하 다.  환자들의 성별, 주소, 발병일, 임상적 소견, 환

자위중도, 역학적 정보, 습도, 온도에 관한 변수를 수집하 다.

   감염 추정지역별 기후조건에 관한 자료는 기상청에서 일반인에게 제공

하는 관측지점별 자료를 이용하 다.  기상청 자료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

쳐 위치하고 있는 72개의 지상관측지점에서 측정한 일별 평균기온, 평균상

대습도에 관한 자료이며(http://www.kma.go.kr), 감염 추정지역에 일치하는 

관찰지점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기후자료를 

대체하여 사용하 다. 



표 9.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분석 변수

범주 변수의 이름 변수의 내용

환자

인적

사항

sex 1:여자, 2:남자

age

연령(년) : 1:0-7세, 2:8-13세, 

          3:14-16세, 4:17-19세, 

          5:20-25세, 6:26-30세, 

          7: 31-50세, 8: 50세 이상

address 주소 1:서울, 2:경기

임상적 

소견

sulsa 설사 (0:없다, 1:있다)

heylbun 혈변 (0:없다, 1:있다)

bokton 복통 (0:없다, 1:있다) 

gutou 구토 (0:없다, 1:있다) 

balyeul 발열 (0:없다, 1:있다) 

serious 환자위중도 (1:경증, 2:중등도, 3:중증)

역학적 

정보

group_live 집단생활 (0:없음, 1:있음) 

group_disease 집단발병 (0:없음, 1:있음) 

tour
여행경력:최근2주이내

(0:없음, 1:국내여행, 2:해외여행)

최종

진단명
examine 0:단순설사, 1:수인성전염병

  

  



1. 연구의 틀

그림 6. 연구의 틀

문헌고찰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생물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모형 제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조기경보모형 타당도 검증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조기경보모형 제시

급성설사증후군 환자의
수인성 전염병기준데이터추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급성설사증후군 초기분석



3. 연구분석방법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축된 분석용 파일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 다.

   첫째,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에 보고 된 급성설사증후군에 대한 연

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증상에 따른 최종진단명,  성

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연령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환자위중도에 따른 최

종진단명은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조기 경보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SAS Enterprise Miner 

4.0을 이용하 고,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신경망 분석을 통해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의 조기경보모형을 제시하 다. 

   셋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하여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조기경보모형을 제시하 다.



IV.  연구결과

1.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의 연구대상자의 특성

 가.  임상증상에 따른 최종진단명 

   임상증상은 설사증상, 복통증상, 구토증상, 혈변증상, 발열증상으로 구분

되어 있다.  임상증상에 따른 최종진단명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  수인성 

질환으로 판명된 환자 중 설사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155(100%)명이었으며, 

복통증상은 133(95.8%)명, 구토증상은 103(66.5%)명, 혈변증상은 63(40.6%)

명, 발열증상은 79(51.0%)명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여 임상증상과 최종진단명과는 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표 8).



표 10. 임상증상에 따른 최종진단명 χ² 검증

단위 : 명(%)

임상증상
최종진단명

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설사

없다
0

(0%)

0

(0%)

0

(0%)

p=.000있다
3,030

(95.1%)

155

(4.9%)

3,185

(100%)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복통

없다
1,543

(48.4%)

22

(0.7%)

1,565

(49.1%)

d.f.=1

p=.000
있다

1,487

(46.7%)

133

(4.2%)

1,620

(50.9%)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구토

없다
1,691

(53.1%)

52

(1.6%)

1743

(54.7%)

d.f.=1

p=.000
있다

1,339

(42.0%)

103

(3.3%)

1,442

(45.3%)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혈변

없다
2,955

(92.8%)

92

(2.9%)

3,047

(95.7%)

d.f.=1

 p=.000
있다

75

(2.3%)

63

(2.0%)

138

(4.3%)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발열

없다
2,566

(80.5%)

76

(2.4%)

2,642

(83%)

 d.f.=1

p=.000
있다

464

(14.6%)

79

(2.5%)

543

(17%)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나. 연령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연령별에 따른 최종 진단명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연령별

에 따라 교차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최종진단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최종진단에 수인성전

염병환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높았다. 

표 11. 연령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χ² 검증

단위 : 명(%)

연령별
최종진단명

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0-7세
510

(16.0%)

25

(0.8%)

535

(16.8%)

d.f.=7

p=.005

8-3세
81

( 2.5%)

6

(0.2%)

87

(2.7%)

14-16세
51

( 1.6%)

4

(0.1%)

55

(1.7%)

17-19세
101

( 3.2%)

6

(0.2%)

107

(3.4%)

20-25세
343

(10.8%)

15

(0.5%)

358

(11.2%)

26-30세
368

(11.5%)

15

(0.5%)

383

(12.0%)

31-50세
1,004

(31.5%)

47

(1.5%)

1,051

(33.0%)

50세 이상
572

(18.0%)

37

(1.2%)

609

(19.1%)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다. 연령별에 따른 임상증상  

   연령별에 따른 임상증상에 대한 결과이다.  설사유무는 모든 환자가 설

사증상으로 내원하 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령별에 따

른 복통유무는, 31세-50세 606(3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4-15세가 

32(2.0%)명으로 가장 적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토유

무는 31-50세가 469(44.6%)명,  50세 이상 265(19.4%)명, 26-30세가 

164(11.4%)명순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혈변유무는 31세-50

세가 32(32.2%)명, 50세 이상 29(21.0%)명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열유무는 31세-50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2.  연령별에 따른 임상증상 χ² 검증

 단위 : 명(%)

연령별
복통 구토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0-7세
377

(76.4%)

126

(23.6%)

158

(16.8%)

265

(8.3%)

270

(8.5%)

535

(16.8%)

8-3세
46

(1.4%)

41

(1.3%)

87

(2.7%)

39

(1.2%)

48

(1.5%)

87

(2.7%)

14-16세
23

(0.7%)

32

(1.0%)

55

(1.7%)

26

(0.8%)

29

(0.9%)

55

(1.7%)

17-19세
37

(1.2%)

70

(2.2%)

107

(3.4%)

63

(2.0%)

44

(1.4%)

107

(3.4%)

20-25세
161

(5.1%)

197

(6.2%)

358

(11.2%)

205

(6.4%)

153

(4.8%)

358

(11.2%)

26-30세
181

(5.7%)

202

(6.3%)

383

(12.0%)

219

(6.9%)

164

(5.1%)

383

(12.0%)

31-50세
445

(14.0%)

606

(19.2%)

1,051

(33.0%)

582

(18.3%)

469

(14.7%)

1,051

(33.0%)

50세 이상
296

(9.3%)

314

(9.9%)

609

(19.1%)

344

(10.8%)

265

(8.3%)

609

(19.1%)

계
1,565

(49.1%)

1,620

(50.9%)

3,185

(100%)

1,565

(49.1%)

1,620

(50.9%)

3,185

(100%)

d.f.=7

p=.000

d.f.=7

p=.050



표 11.  연령별에 따른 임상증상 χ²검증
 단위 : 명(%)

연령별
혈변 발열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0-7세
496

(15.6%)

39

(1.2%)

535

(16.8%)

409

(12.8%)

126

(23.6%)

535

(16.8%)

8-3세
79

(2.5%)

8

(0.2%)

87

(2.7%)

72

(2.3%)

15

(17.2%)

87

(2.7%)

14-16세
53

(1.6%)

2

(0.1%)

55

(1.7%)

42

(1.3%)

13

(9.3%)

55

(1.7%)

17-19세
102

(3.2%)

5

(0.2%)

107

(3.4%)

82

(2.6%)

25

(23.4%)

107

(3.4%)

20-25세
344

(10.8%)

14

(0.4%)

358

(11.2%)

287

(9.0%)

71

(19.8%)

358

(11.2%)

26-30세
374

(11.7%)

9

(0.3%)

383

(12.0%)

322

(84.1%)

61

(15.9%)

383

(12.0%)

31-50세
1019

(32.0%)

32

(1.0%)

1,051

(33.0%)

902

(85.8%)

149

(14.2%)

1,051

(33.0%)

50세 이상
580

(18.2%)

29

(0.9%)

609

(19.1%)

526

(86.4%)

83

(13.6%)

609

(19.1%)

계
3,047

(95.7%)

138

(4.3%)

3,185

(100%)

2,642

(83.0%)

1,541

(17.0%)

3,185

(100%)

d.f.=7

p=.001

d.f.=7

p=.001



다.  환자위중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환자위중도는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뉜다.  경증은 응급실에서 기본

적인 응급검사와 간단한 치료행위 이후 내원 당일 퇴원할 정도를 말한다. 

중등도는 입원한 정도이며, 중증은 생명징후의 이상 등을 포함한 소견으로 

중환자실 처치가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

   환자위중도 중 경증환자가 118(7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도 

34(21.9%)명, 중증 3(1.9%)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나

왔다(표 12).

표 14.  환자위중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χ² 검증

 단위 : 명(%)

환자 위중도
최종진단명

총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경증
2,564

(80.5%)

118

(4.4%)

2,682

(84.9%)

d.f.=2

p=.001

중등도
438

(13.8%)

34

(1.1%)

472

(14.9%)

중증
28

(0.9%)

3

(0.1%)

31

(1.0%)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라.  성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남ꋯ여 성별에 따른 최종진단명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표 13)과  같

다.  여자인 경우 수인성 전염병으로 판정된 경우가 61(39.4%)명, 남자의 

경우 94(60.6%)명으로 나타났다.  p값이 .005보다 높으므로 성별에 따른  

최종진단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성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χ²검증

 단위 : 명(%)

월별
최종진단명

총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여자
1,409

(44.2%)

61

(1.9%)

1,470

(46.2%)

d.f.=1

p=.006
남자

1,621

(50.9%)

94

(3.0%)

1,715

(53.8%)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라. 습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습도별로 최종진단명에 대한 변화를 χ² 검증한 결과는(표 14)와 같다.  습

도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1). 전체적으로 

볼 때,  습도가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중 습도가 76%일 때  

67(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 다. 

표 16. 습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χ² 검증

 단위 : 명(%) 

습도(%)
최종진단명

총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59.9이하
92

(2.9%)

3

(0.1%)

95

(3.0%)

d.f.=5

p=.051

60-62.9
124

(3.9%)

3

(0.1%)

127

(4.0%)

63-65.9
338

(10.6%)

14

(0.4%)

352

(11.1%)

66-70.9
663

(20.8%)

46

(1.4%)

709

(22.3%)

71-75.9
637

(20.0%)

22

(0.7%)

659

(20.7%)

76이상
1,176

(36.9%)

67

(2.1%)

1,243

(39.0%)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마. 온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온도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판명된 155명 중 20.1-25℃ 사이가 46(29.7%)

명, 15.1-20℃ 사이가 35(22.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설사로 판명난 

3,030명 중 20.1-25℃ 사이가 1,004(33.14%)명, 15.1-20℃ 사이가 720(23.7%)

명으로 나타났으며 온도에 따른 최종진단명에 대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표 15).

표 15.  온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단위 : 명(%)

 

온도(℃)
최종진단명

총계 χ²
단순설사 수인성전염병

0도 이하
222

(7.0%)

21

(0.6%)

243

(7.6%)

d.f.=6

p=.002

0.1-5.0
254

(9.0%)

13

(0.4%)

267

(9.4%)

5.1-10
256

(9.0)

6

(0.2%)

262

(9.2%)

10.1-15
375

(11.9%)

18

(0.6%)

393

(12.3%)

15.1-20
720

(22.6%)

35

(1.1%)

755

(23.7%)

20.1-25
1,004

(31.5%)

46

(1.4%)

1,050

(33.0%)

25.1-30
199

(6.3%)

16

(0.5%)

215

(6.8%)

계
3,030

(95.1%)

155

(4.9%)

3,185

(100%)



라. 판별분석 결과 예측력

   본 연구의 모형은 혈변이 가장 잘 설명해주었고,  복통, 발열, 구토 순

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으로 판별할 수 있는 예측력은 

56.1%로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수인성 전염병 발병 집단을 수

인성전염병으로 예측할 비율이 56.1%로 나타났다(표 16).

표 18. 판별분석 결과 예측력 

분류그룹
예측된 그룹

총합계
.00 1.00

original

사례수
.00 2,852 178 3,030

1.00 68 87 155

%
.00 94.1 5.9 100.0

1.00 43.9 56.1 100.0

cross 

validated

사례수
.00 2,852 178 3,030

1.00 68 87 155

%
.00 94.1 5.9 100.0

1.00 43.9 56.1 100.0

    판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판별식을 구할 수 있었다.

 DF 1=3.605×복통 +2.493×구토+11.642×혈변 +3.524×발열-6.332 

3.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조기 경보모형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에서 예측을 높이는 수단으로  신경망 모형을 활용하

다.  먼저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성별, 설사증상, 복통



증상, 구토증상, 혈변증상, 발열증상, 주소, 연령별, 환자위중도, 집단발병, 집단

생활,  습도 온도 등 모든 변수를 입력 항목으로 하여 신경망 모형 선정 작업을 

시작하 다.  총 데이터는 3,185건이고 이 중 학습용(Train)데이터  40%,  검증용

(Validation)데이터 40%, 그리고 테스트용(Test)데이터를 20%로 나누어서 활용

하 다.  각 과정의 데이터는 랜덤하게  추출하 다.

   모형 선택의 기준은 평가용 데이터 세트에 대한 오분류 비율(Misclassification 

Rate)이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  신경망 구조는 작업 연결이 

없고 은닉층의 수가 자료에 근거하는 다층 페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를 

선택하 다. 그리고 은닉층의 수는 1개를 선택하 다.

  

그림 7.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 1

   (그림 7)은 모든 변수 선택과 은닉 계층을 하나로 선택하여 작성한 신경망 모

형의 결과이다.  그래프를 보면  반복 횟수에 증가함에 따라  신경망 모형이 오히

려 오분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검증 과정의 오분류 비율도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용 0.044로 검증용 0.054로 오분류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형을 가지고 의미 있는 예측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불안

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아래 표는 진행한 모형의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표 19.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 1의 결과 값

Training Validation Test

Average Profit 0.05% 0.04% 0.05%

Misclassification 

Rate
0.04% 0.04% 0.05%

Average Error 0.12% 0.15% 0.17%

Average Squared 

Error
0.03% 0.04% 0.04%

Sensitivity . 64% .

Specificity . 96% .

   χ² 검증을 통해  p값이 유의한 결과로 도출된 나이, 설사유무, 혈변유무, 복통

유무, 구토유무, 발열유무, 환자위중도, 습도, 온도를 선택하 다.  모형의 예측

도를 높이기 위하여 은닉 계층을 3개로 선정하 다.  은닉 계층을 늘린 이유는 

보다 복잡한 함수식을 이용할 경우 예측률이 높아지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이

다.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8).

 



그림 8.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 2

표 20.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2의 결과 값

Training Validation Test

Average Profit 0.05% 0.04% 0.05%

Misclassification 

Rate
0.04% 0.04% 0.05%

Average Error 0.14% 0.16% 0.18%

Average Squared 

Error
0.03% 0.04% 0.04%

Sensitivity . 57% .

Specificity . 96% .

   조기경보실험모형 1과정에서 은닉 계층을 3개로 구성한 것이 오차율이 높아

은닉 계층을 2개로 선정하 다.  결과(그림7)와 (그림 8)을 보면 먼저 학습 과정



은 앞의 은닉 계층이 3개인 경우와 비교해서 오분류비율이 감소하 다.(은닉 계

층 3개 : 0.0392, 은닉 계층 2개 : 0.0384)  이는 함수 모형이 정확도가  높아졌고 

또한 안정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오분류 비율도 반복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모형이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다

는 것은 볼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서 은닉 노드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모형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하

지만 아직도 학습 과정의 오분류와 검증 과정의 오분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아직도 예측 모형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

여 준다.  

    χ² 검증을 통해 p값이 유의한 결과로 도출된 나이, 설사유무, 혈변유무, 복통

유무, 구토유무, 환자위중도, 습도를 선택하여 은닉 노드를 1개로 구성하 다.

 (그림8)과 (그림9 )를 보면 휠씬 예측율이 좋아진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먼

저 학습 과정의 오분류는 은닉 계층을 2개로 구성한 것 보다 약간 높아 진 것을 

볼 수 있다. (은닉 계층 1개 : 0.0392, 은닉 계층 2개 : 0.0384) 하지만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분류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안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은닉 계층이 2개인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거의 수평선에 가깝게 수렴을 하 으나 은닉 계층이 1개인 경우에

는 약간의 파동 형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수평에 가깝게 수렴

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검증 과정의 오분류비율이  감소하고 있

다.  먼저 검증 과정의 오분류 비율은 은닉 계층 2개인 경우에 비해서 크게 좋아 

졌다.( 은닉 계층 1개 : 0.0397, 은닉 계층 2개 : 0.0431) 또 다른 부분은 반복 횟수

가 증가함에 따라 오분류가 줄어들면서 수평선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조건에 비해 예측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9.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 3

 

   결론적으로 여러 번의 조건으로 모형을 바꾸어 가면서 확인한 결과 χ²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의미 있는 변수만으로 신경망 모형을 구성하고 또한 신경망의 

은닉 층의 수를 선형에 가까운 1개로 구성한 결과가 가장 의미 있는 모형으로 도

출이 되었다. 



표 21. 신경망을 이용한 실험모형 3의 결과 값

Training Validation Test

Average Profit 0.05% 0.04% 0.05%

Misclassification 

Rate
0.04% 0.04% 0.05%

Average Error 0.13% 0.15% 0.17%

Average Squared 

Error
0.03% 0.04% 0.04%

Sensitivity . 63% .

Specificity . 97% .

   신경망 모형 선택의 기준은 평가용 데이터 세트에 대한 오분류 비율

(Misclassification Rate)이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  신경망 구

조는 작업 연결이 없고 은닉층의 수가 자료에 근거하는 다층 페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를 선택하 다. 그리고 은닉층 수는 1개를 선택하 다.  

오분류 비율이 4%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6%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모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의 조기경보모형의 평가

    1) Response Threshold

    먼저 사용한 것이Response Threshold 도표이다. Response Threshold 도표는 

각 분류기준 값 범위에 대해 목표변수의 각 범주에 대한 일치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도표이다. 분류 기준값은  Cuff Value를 의미한다.

Response Threshold 도표에서 X축은 각 분류기준값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번 

모형 구축에서는 오분류 비율(Misclassification Rate)을 기준으로 작성하 다. 

Y축은 (분류 기준값을 넘는 빈도 / 전체 빈도)를 나타낸다.

아래 도표는 단순설사로  판정된 경우에 대한 Response Threshold 도표를 보여

주고 있다.

Y축의 값이 95%에서 98%까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Response Threshold Chart

 



그림 11. Response Threshold 도표(수인성전염병) 

2) ROC 도표

    ROC 도표는 이진형의 목표변수를 가지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표이다.  이번 연구는 수인성 전염병과 단순설사로 판명되는 경우의 목표 변

수를 가지기 때문에 ROC 도표는 적합한 평가 모델이다.

ROC 도표에서 X축과 Y축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이용

하여 작성된다. 먼저 오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 다.



표 17. 오분류의 구성표

분류된 범주

0 1

실

제

범

주

0
실제 단순설사이고, 

단순설사로 분류한 빈도

실제 0인데 수인성전염병으로 

분류한 빈도 

실제 

단순설사

인 빈도

1
실제 수인성전염병이고, 

단순설사로 분류한 빈도

실제 수인성전염병이고, 

수인성전염병으로 분류한 빈도

실제 

수인성 

전염병인 

빈도

단순설사로 분류한 빈도 수인성전염병으로 분류한 빈도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용하여  X축에는 특이도를 Y축에는 민감도를 각 분류 

기준값에 대해 나타낸다.

민감도(Sensitivity) =10/16 * 100 = 62.5%

특이도(Specificity) = 908/940 * 100 = 96.5%의 결과값이 나왔다.

이에 대한 ROC Chart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그래프-ROC Chart(단순설사환자)



그림 13. ROC Chart(수인성 전염병환자)

   ROC 도표를 보면 그래프가 도표의 왼쪽 상단으로 더 가까울수록 성능 면에서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수인성전염병인 경우의 도표가 정상보다 조

금 더 왼쪽 상단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그래프는 위쪽으로 높

지 않게 나타나는  점도 동시에 볼 수 있다. 

4.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경보모형

   생물테러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사건을 인지하고, 

원인 병원체를 동정하고 전파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운 하고 있는 응급실 감시체계에 보고 되는 생물테러에 의한 질병 혹은 사망발

생을 발견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신속한 병원체와 전파 과정 규명을 위

하여 정확한 유행 혹은 사례조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실험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경보모형은  문헌고찰과 인

터넷 검색 외국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조사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세

미나와 자문을 통하여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여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보 모형을 제시하 다.   특히,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재

난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역학조사를 통하여 유행의 규모와 원인이 밝

혀져야만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응급실 감시체계 조기경보모형도

고위험 환자
데이터

관리자
판단

이상 발생

경보

급성설사증후군

고위험군 경보 알고리즘

증후군 감지

보고 건수
기준 데이터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의료기관

지역 정보 보고건수경보 알고리즘

   의료기관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임상증상과 더불

어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급성 설사증후군으로 감지된 프로그램을 보고

건수 기준으로 개별 경보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고위험 

환자 데이터의 경보기준으로  조기 경보를 시행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상발생 

경보가 감시되면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생물테

러공격에 대한 역학적 정보는 생물테러를 의심하여 발견하는 부분이 된다.  따

라서 여러 문헌에서 이와 같은 역학적 단서를 제시한 바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

을 정리한 결과 1) 이상한 유형을 보이는 경우,2) 시간적 분포에 있어 의심되는 

경우 3) 지역적 특성 상 의심이 되는 경우, 4) 중증도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5) 



테러의 증후가 있는 경우로 구분한 뒤 각각의 역학적 단서를 제시한다

(http;//cerdev.hs.washington.edu/eminf/bio/bio2.html).



그림 15.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조기 경보모형

   전문가 세미나는 환자를 진단하고 보고받고 있는 응급실증후군 감시체

계에 등록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예방의학교실의 역학전문가 

2명, 시도보건과의 역학조사관 1명, 연구원 2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제시한 생물테러 경보기준을 (그림 15)와 같다.  3단계로 구분하여 경

보를 시행하 다.  먼저 1단계 경보는 지난 일주일의 표준편차보다 높은 경우,  

2단계는 지난 일주일의 표준편차보다 높은 경우가 이틀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3단계 경보는 지난 일주일보다 두배 이상 높은 건수가 입력되었을 경우 3단계 

경보를 시행하 다.  생물테러의 정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

회에도 언젠가 생물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강화방안을 개발하

다.  

보고건수기준 고위험환자 기준

보고건수 >지난일주 환자수 2SD보고건수 >지난일주 환자수 2SD

어제 경보발령이 있었는가어제 경보발령이 있었는가

yes

1단계경보

보고건수 > 지난일주 환자수 2SD*2보고건수 > 지난일주 환자수 2SD*2

2단계경보

관리자의 판단관리자의 판단

3단계경보

yes

yes

의미있는변수(p값 < .005)의미있는변수(p값 < .005)

개별 경보개별 경보

급성설사증후군 DB

yes



V.  고 찰 

  현재 생물테러와 수인성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보건복

지부와 국립보건원,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활동은 민방위 기본법과 재난관리법에서 민방위 화생방업무의 일부를 계획

관리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량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의 

활동은 표본병원을 이용한 전염병감시체계의 운 , 생물무기와 관련된 백

신의 개발연구, 관련 인력의 훈련, 관련 정보의 개발과 홍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물테러와 수인성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활동

은 아직 여러 면에서 미비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1). 

   본 연구에서는 생물테러를 대비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에 등록된 서

울ꋯ경기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변수를 χ²검증을 통하

여 분석한 결과  임상증상에 따른 최종진단명, 연령별에 따른 최종진단명, 

환자 위중도에 따른 최종진단명 습도에따른 최종진단명, 온도에 따른 최종

진단명에 관한 유의한 결과값을 얻었다.  유의한 결과값의 변수를 데이터

마이닝기법 중 신경망분석을 적용한 결과 선형 구조형식의 은닉노드 1개를 

설정했을 때 수인성전염병을 분별할 수 있는 예측율이 96%의 결과를 얻었

다.

   공지 (2002)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척수마취용량 예측에 관한 연구에

서 3개의 입력노드, 1개의 은닉층와 4개의 은닉노드, 10개의 출력층으로 구

성된 오류 역전규칙의 다층 인공신경망을 설계하 으며, 전이함수로는 시

그모이드함수를 사용하 다. 그 결과 오차범위 0.3, 학습율 0.1에서 70%의 



예측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최혜원(2002)은 전문가에 의해서 분류된 

간질 특성파의 간질 외파를 신경망에 입력시켜 가장 좋은 신경망 구조를 

선택하 고,  은닉층은 18노드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는 

임상 환자 데이터에 입력되어 78.54%의 검출률을 보 다.  김 선(2001)은 

건강검진 자료에서 성장곡선을 이용한 간질환 예측모형을 연구하 다.  성

장곡선의 추정치를 사용한 신경망 모형의 경우 간질환에 대한 정 도는 

72.55%이었으며 민감도는 78.62%로 우수한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에서 신경망을 이용한 조기경보

모형은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수인성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생물테러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

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데이터 변수가 적다는 점이다. 수인성 전염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입력 정보와 다양한 기본정보

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의 신뢰도이다.  현재 응급실 증후군 환자의 정

보입력은 환자가 발생하 을 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입력하는 보고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수동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므로 기관별, 시기별 데이터 

입력의 차이가 크다.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와 각 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연동하여 환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보완체계를 만든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생물테러를 대비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에 입력된 급성 설

사증후군 환자 3,185명을 대상으로 성별, 주소, 발병일, 임상적 증상, 환자

위중도, 습도, 온도에 관한 변수를 수집하 다.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를 시작한 2002년 5월 13일부터 2003년 5월 13일

가지 보고받은 서울 ․경기환자 3,185명을 대상으로 각 변수에 χ²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값은 설사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혈변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발열 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복통유무

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구토유무에 따른 최종진단명(p<.001), 환자위

중도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 연령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 습도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 온도에 따른 최종진단명(p<.005)이 수인성 전염병

으로 판명되는 주요 원인으로 접한 관련이 있었다.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에서 분석된 초기결과에서 유의한 결과값을 토대

로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신경망 분석을 해본 결과 선형구조의 은닉노드 

1개를 설정하여 예측율을 96%을 보 다.  하지만 데이터의 변수가 적다는 

제약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생물테러를 대비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에

서 보다 많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적 징후와 환자에 대한 변수

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신경망을 활용하

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의 건수를 이용하

여 조기경보를 함으로써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데



이터마이닝을 사용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에 예측 할 수 있다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질병감시체계의 조기경보모형 도입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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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ergency syndrom survellence system for early warning of 

bioterrorism

A Young Choi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Nowadays the international threats of terrors are increasing day by 

day. The terror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in America and the 

anthrax bioterror broke out already, so the worldwide concerns of the 

new type of terrors are spreading.

   In case of Korea, the rate of the terror is more higher due to holding 

many international events. So the preparation, the emergency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s to detect the bioterror attacks and waterborne 

contagiousness early, has been settled. At present the datas which 

warns of epidemic due to bioterrors or waterborne contagiousness have 



been gathered everyday from the number of 121 center, branchs 

emergency departments in Korea.

   This research shows two type of models about 3,186 patients of Seoul, 

Kunggi with acute diarrhea reported to the emergency syndromic 

surveillance systems from 13th May 2002 to 13th May 2003. The first 

model can implement early warning with finding out the correlation with 

waterborne infe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variable analysis with  χ² 

about the 3,185 patients of Seoul. Kunggi reported from 13th May 2002 

to 13th May 2003, a final diagnosis by diarrhea(p<.001), a final diagnosis 

by bloody excrement(p<.001), a final diagnosis by having fever(p<.001), 

a final diagnosis by a stomachache(p<.001), a final diagnosis by 

vomiting(p<.001), a final diagnosis by triage(p<.005), a final diagnosis 

by age(p<.005), a final diagnosis by humidity(p<.005), a final 

diagnosis by temperature(p<.005) are closely connected with a cause 

of waterborne infection. Then using the neural network among the 

data mining,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predictation rate of 96% in 

error rate of 0.4 with sensible variables through  χ² analysis and the 

construction of one hidden layer which is near linearity. The second model 

is the early warning model to prevent the bioterror. But the presumption 

of bioterror is not able to accuracy, the assumption there are possible 

to occur bioterror leaded to strengthening plans. This study presented 

the warning model of 3 steps with a base of a reference 

consideration, internet surffing, studying foreign warning model and 



experts seminar.  The steps of this model were : 1 step warning when 

upper than average deflection during last a week, 2 step warning when 

last 2 more days upper than average deflection during last a week, 3 

step warning when report two times the number of cases than average 

deflection during last a week. This object is to detect and to prevent a 

countermeasure when the number of acute diarrhea syndrome surge.

   Actually there are some difficulties to adapt real system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reliabil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medical center. But 

the present study contribute to identify the problem of surveillance 

systems by supplying the current emergency syndromic early warning, 

as well as waterborne contagious etc. and to supply the opportunity to 

make a base of emergency syndromic surveillance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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