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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전염병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은 최근들어 SEIR 모형이 기본적인 모형

으로 많이 사용되며, 이 모형들은 S(susceptible), E(exposed), I(infectious), 

R(recovered or removed)의 상태로 나뉘어 있는 개체들에 대한 모집단의 

기본 모형을 이용해 연구자가 원하는 모수들을 추정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누락되거나 관찰하지 못한 잠복기

와 감염기, 관찰되지 않은 변수 등, 누락 자료를 다수 포함할 수 밖에 없는 

전염병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모수의 추정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 모수들을 좀 더 수월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마코브 체

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를 이용한 접근법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CMC를 근간으로 한 접근법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좀 더 근접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이산형으로 정의

하고,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결측치 및 통제 효과에 대해서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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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타당성을 위해 임의 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모수를 추정하

였으며, 이 후 실제 전염병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에 도출된 추정치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결과를 비교하면, 표준편차는 커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결측치가 포함되고 이항분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수의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실제값에 더 가까워져 좋은 결과를 얻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의 이산형을 고려하고, 누락된 자료를 

함께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던 모형이 전염병 예측 모형의 사용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SEIR 모형, 확률 구획 모형,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 

전염병 확산 



 - 1 - 

제제제제 1  1  1  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1.1 1.1 1.1 1.1 연구연구연구연구    배경배경배경배경    

 

인류에게 있어 전염성 질병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인간에게 치

명적인 전염성 질병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며,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지난 오랜 역사 동안 인류는 전염

성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2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

균 수명은 20∼40세에 불과하였는데, 주요 사망원인은 토착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endemic infections)이나, 페스트(plague), 콜레라와 같은 유행성 질환

(epidemic diseases)이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전쟁 그 자체에 의한 사망보

다도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전염성 질환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연령, 성별, 생활습관, 종교적인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을 초월하

여 고통과 사망을 가져다 준 재앙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은 경제적

으로도 사회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어왔다.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인류가 미약하나마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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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라고 볼 수 있다. 농업기술이 향상되어 보다 나은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거나 전염성 질환의 상태에서도 더 잘 

생존할 수 있었다. 19세기에는 위생(hygiene)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음식과 식용수가 전염성 질환으로부터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인류가 가지게 된 과학적 지식의 토대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어 환경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등장한 항생제와 백신은 전염성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 전

파도 예방 가능하게 하였다. 결핵이나 장티푸스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

성 질환들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었으며, 소아마비, 백일해와 디프테리아 등

의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질병들은 백신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인류는 오랜 역사에 걸친 전염성 질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믿

게 되었으며, 인류는 전염성질환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심지어 1962년에 Nobel laureate Sir 

McFarlane Burnet은 전염성질환이 20세기 중반에 소멸될 것 이라고 하였으

며, 의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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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의 1983년도 판에서는 ‘전염성 질환은 쉽게 예방되고 다른 어떤 질

환보다고 치료될 수 있다’고 기술되기도 하였다. 

역학적 전환이론(theory of epidemiologic transition)에 따르면, 인류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던 흑사병과 기근의 시대(age of pestilence 

and famine)에서 만성 질환이 두드러진 퇴행성·자작성(自作性) 질환의 시대

(age of degenerative and man-made diseases)를 맞이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은 선진국의 경우 감염성 질환이 전체 장애보

정 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 감소의 4.2%만을 차지하고 있

는 반면, 만성질환과 종양질환은 8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체 사망의 45%, 소아 사망의 63%가 전염성 질

환에 의한다는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미루어 짐작하면, 아직도 많은 지

역에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주로 급성 호흡기 감염, 설사 질환, 

홍역,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결핵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

들은 식수, 위생과 영양 등의 공중보건의 향상, 교육과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

될 수 있지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전염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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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염성 질환은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난

에 의해서 치료받지 못하여 높은 사망률과 연결된다. 

최근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나 결핵과 같이 신종 및 재출현 전염성 질

환이 보건의료의 주요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1997년에 홍콩에서 출현한 인

플루엔자 Avian 균종(H5N1)은 세계적인 유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

서 다른 모든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레지오넬라(legionella)증, 라임(lyme) 질

환, 한타바이러스(hantavirus)에 의한 질환 등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

이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결핵, 세균성 폐렴 등은 항생

제에 대한 내성 및 돌연변이 종의 출연으로 그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전염성 질환의 발생양상은 20세기 이후 영양 및 환경 

상태의 개선, 항생제 및 백신의 개발 등으로 전염성 질환이 상당히 감소하였

으나, 최근에는 그 동안 관심밖에 벗어나 있던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다시 증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염성 질환들이 

새롭게 발생하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제는 사라졌다고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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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백신이 투여되지 않아 그에 대한 예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인식 역시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는 눈부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과 무기의 개념

도 변화되어 과거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컴퓨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을 이용

한 정보무기, 대공무기, 생물무기의 21세기형 무기체계로 발전하였다. 이들 

21세기형 무기 중 생물무기는 값싸게 제작되고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쉽게 운반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생물테러 가

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지만 최근까지도 테러집단의 기술적, 재정적 한계

와 도덕적 비난 등의 이유로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가을의 탄저(anthrax)균 공격은 테러리스트가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성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발생으로 인해 2003년 7월까지 총 

30개국에서 8,439명의 추정환자가 발견되어 이중 812명이 사망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3명의 SARS 추정환자와 17명의 의심환자가 발생(국립보건원, 

2003)하는 등 전 세계가 전염병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많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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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 테러리즘 

위협과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모

색되고 있다. 

특히,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생물무기 중에서도 천연두는 미

국의 질병관리센터(The Center for Disease and Prevention, CDP)와 역학 전

문가협회(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APIC)에서 선정한 생물테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 1군에 속

해 있으며,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생물테러에 이용될 가능성

이 가장 큰 생물무기로도 선정된 전염병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1993년에 제 1종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했던 천연두를 2002년 3월에 법정전염

병으로 재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천연두 생물테러가 다시 발생할 경우, 그 파괴력은 현존하는 어떤 

전염병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20여 년간 세계적으로 

천연두 예방접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구상 대부분 구성원들은 비면역자들

로 분포되어 있으며,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 사이에 직접 전파가 가능하면서

도 전염율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반면, 현재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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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두 전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의 양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천연두나 생물학적 테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대지역에서 풍토병으로만 알려져있거나, 그 원인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실정이다. 풍토병은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전염성 질병이기는 하지만, 타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지역적 제한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 1.2 1.2 1.2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은 그에 대한 철저한 인

식과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순간적인 대응 미비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그렇기에 이에 대한 사전 인식과 예방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전염성 질병 모형에 대하여, 모수 추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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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앞선 연구들과 비교 및 검증하며, 그에 따른 질병

에 특성에 따른 발생 및 전염율과 확산의 추세에 대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염병 확산 모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SEIR 

(susceptible, exposed, infectious and recovered (or removed))모형에서 각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에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

을 이용해서 모수 추정을 했을 경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코

브 체인 몬테 카를로(MCMC)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의 MCMC를 이용한 모수 추정 기법이 시간의 흐름을 연속형으로 

가정하여 실제로 수집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모든 자료의 정보(최초 감염일, 

잠복기, 감염기, 사망 혹은 회복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일자 정보 등)를 모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정하여 모형을 수립하는데, 이 역시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가 실제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전염병 확산에 관한 자료

를 이용함으로써 수립된 모형에 대해서 추정된 모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MCMC방법이 MLE에 비해서 모수 추정이 용이함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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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또한, MCMC를 이용한 모수 추정 방법에서, 시간에 대한 정의를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으로 간주하며, 실제 관찰되는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 할지라도, 모형에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실제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최

종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기존의 연구와 비교, 해석

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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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장장장장    확률확률확률확률    구획구획구획구획    모형모형모형모형    

((((SSSStochastic comtochastic comtochastic comtochastic compartmental model)partmental model)partmental model)partmental model)    

 

2.2.2.2.1111    전염병전염병전염병전염병    확산확산확산확산    모형모형모형모형    

 

전염병 자료를 연구하는 것의 문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non-

standard)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접근법이 개발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자료에 대한 추론의 문제는 1) 자료 고유의 의존성(inherently 

dependent)과 2) 실제 감염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의 주요 요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형태의 확률 모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이 모형은 추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기에 용의하다. 특히, 이러한 모형들은 관찰된 자료의 

일반화를 통한 방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 후,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추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법 또는 베이지안 

체제(Bayesian framework)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모수 추정은 전염병에서 

관심있는 부분의 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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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을 이용하면, 모형은 1) 잠복기(latent 

periods), 변인의 감염(variable infectivity), 회복을 동반하는 감염도의 

감소(reduced susceptibility following recovery)와 같은 요소들과 2) 

나이구조, 면역력의 차이, 개인이 속한 집단간의 혼합률의 차이 등으로 

이루어진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어떠한 통계학적 모형이라도, 자료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려 하면 모형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게 되고, 모형의 간편성을 

추구하게 되면 정작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통계학적 모형을 이용한 초기의 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마치 항아리 

안에서 공을 뽑는 독립시행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이후, 이러한 (초기의) 모형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통계학적 현상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기초적인 사항만을 나타낼 수 있었다. 초기의 

방법들은 질병의 과정을 고려함에 있어 뉴턴의 학설(Newtonian)에 기초했다. 

즉, 질병의 구조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관계는 항상 

직접적(straightforward)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호작용이 아예 무시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부수적인 과정(second-order process)이라고 여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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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이러한 발생의 전환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복합성(complexity)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염병에 대한 

연구에도 점차 적용되었다.  

 

2222....2222    감염감염감염감염    질환의질환의질환의질환의    동적동적동적동적    유형유형유형유형    ((((Infectious diseases dynamics)Infectious diseases dynamics)Infectious diseases dynamics)Infectious diseases dynamics)    

 

확률모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어떻게 모집단 내에서 전염병을 

규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면역을 

갖는 질병(예를 들면, 홍역)에 대해 susceptible한 사람의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 최초의 홍역이 발병하기 전에는 모두가 감염 가능하기 때문에 

모집단 내에서 susceptible(S)의 비율은 100%이며, 따라서 exposed(E), 

infectious(I), recovered(R)의 비율은 0%이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 

모든 감염자가 면역력을 보유할 때까지 S는 감소하고, I와 R은 증가한다. 그림 

1은 10만 명의 인구에 대한 홍역 전염병의 가상상황을 예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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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 of measles epi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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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dynamics of measles epidemics 

 

2.2.2.2.3333    확률확률확률확률    구획구획구획구획    모형모형모형모형((((SSSStochastic compartmental model)tochastic compartmental model)tochastic compartmental model)tochastic compartmental model)    

 

확률 구획 모형(stochastic compartmental model)은 전염병의 통계학

적 분석에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모형들은 감염되고(susceptible), 전

염되고(infectious), 사라지거나 치유됨(removed or recovered)으로 구분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population)으로 이루어진 - 일반적인 유형성 또는 

SIR(Baily, 1975) - 모형에 대해 고려하고, 확률적 절차(stochastic process)

와 같이 구획간의 개개인 변이를 설명한다. 이러한 모형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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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lett의 1957년 연구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많은 기간 

동안 역학과 생태학분야에의 stochastic process들의 모의실험(simulation)이 

연구되었으며(Mollison, 1977; Renshaw, 1991), 최근에 들어 모수 추정에 대

한 통계학 기반의 기법의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확률 모형을 위한 추론

을 수행하기 위한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Gibson, 1997; De Angelis et al., 1998; Gibson and Renshaw, 1998; 

O’Neill and Roberts, 1999; Britton and O’Neill, 2002; Streftaris and Gibson, 

2004)나 마팅게일 기법(Martingale techniques)(Becker, 1989; Becker and 

Yip, 1989)들이 잘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인간, 식물

과 동물과 관련된 질병의 확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모

형을 수립하여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 

 

2222....4444    감염성감염성감염성감염성    질환에질환에질환에질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모형모형모형모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모형의 특징은 모집단 척도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다. 이 모형들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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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단을 예측하는데 좋으며, 다른 부분 군(subgroup, compartment)에 

속해있는 개인들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SEIR모형은, SSSSusceptible, EEEExposed 

(but not infectious), IIIInfectious and RRRRecovered로 이루어진 네 개의 

compartment를 포함한다. 또한 이 모형은 susceptible이 exposed, 

infectious 등의 다른 compartment로 움직이게 되는 전이율(transition rate) 

을 알아낼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 질병 모형의 과정들은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하고, 모형을 구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SEIR 모형의 역학(dynamics)은 통제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222....5555    확률확률확률확률    모형의모형의모형의모형의    종류종류종류종류    

 

모형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인 정보(예를 

들면, 감염기간, 잠복기, 감염 이후의 면역상태 등)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감염체와 모집단의 인구학적, 질병학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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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인 특성을 모으는 것이다. 모형은 이 두 단계 이후에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2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염병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SEIR 모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전염병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나 아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중인 인원(asymptomatic population)과 증세가 

나타난 발병인원(symptomatic population)으로 구분하여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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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mmon models of infectious diseases 



 - 18 - 

2222....5555.1 .1 .1 .1 기본기본기본기본 SEIR  SEIR  SEIR  SEIR 모형모형모형모형의의의의    개념개념개념개념    

 

기본 SEIR 모형은 다음과 같은 관계도와 수식을 이용한다. 

 

 

그림 3. Standard SEIR model 

 

N

IS
SpN

dt

dS βµ −−−= )]1[(  

E
N

IS

dt

dE
)( σµβ +−=  

IE
dt

dI
)( γµσ +−=  

RI
dt

dR µγ −=  

, where 
σ
1

 : average incubation periods 

        
γ
1

 : average infectious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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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SEIR 모형은 전체 집단의 수( N ) 내에서의 감염 변동(infection 

dynamics)을 나타내며, 이 때 기본적으로 전체 출생(출생률 : Nµ )에 대한 

사망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0/ =dtdN , RIESN +++=  

 

이 성립한다. 

 

2.5.2 2.5.2 2.5.2 2.5.2 최대최대최대최대    우도우도우도우도    추정추정추정추정(MLE)(MLE)(MLE)(MLE)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SEIR  SEIR  SEIR  SEIR 모형모형모형모형    

 

MLE를 이용한 모수 추정 방법을 이용한 모형은 전통적으로 모든 

개체는 모형안에서만 설명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En , In , Rn 을 각각 질병에 노출되고(exposed), 감염되고(infectious), 

회복 또는 제거된(recovered or removed) 개체의 수라고 하자. 이 모든 

개체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인된 주기(period)의 최종시점이 T 를 갖고 

있으며, 이 때, T 는 최초 감염자의 감염 시간이 kst ≡0 라고 정의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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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 }rIEtttt ++= ,,, 10 K 이다. 

다음으로, 개체 j 에 대해서 잠복기 { }
Rnj eeee ,,, 21 K=∈ e , 감염기 

{ }
Inj iiii ,,, 21 K=∈ i , 감염 또는 제거 { }

Rnj rrrr ,,, 21 K=∈ r  를 각각 E, I, R 

로 정의하여 이와 함께 관찰 기간 T 를 이용하여 만든 모형에 대한 

우도(likelihood)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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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위의 우도를 정확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의 기간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수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염병은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각 개체에 대해서 e∈je 인 사전 감염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회복 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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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r 과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측정 불가능한 감염시간을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으로 제한해서 가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식을 이용하는 추정 모형에서는 e∈je 에 대해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MLE를 이용한 모형은 모수를 정해진 값으로 파악할 

뿐, 분포화 해서 추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한 사항이 늘어날수록 그 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모수 추정 역시 어려워진다. 또한, 이 모형에 

대한 likelihood는 결측치에 대한 보완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모형을 얻고자 

하는 자료에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맞추어 추정하기 위해 식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추정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베이지안 기반의 모형 개발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2222....6666    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    추론추론추론추론((((Bayesian inferenceBayesian inferenceBayesian inferenceBayesian inference))))    

 

베이지안 기반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베이지안 추론과 

MCMC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추론에서는, 모형의 모수는 특정한 양(fixed quantitie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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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모수의 값은 자료를 통해 알아낸 확률 변수(random variables)와 

그 분포적 특성(distributional properties)을 고려하여 추정된다. 베이지안 

추론은 모형의 모수를 확률 변수로 간주하고, 주 관심 대상은 자료로부터 

주어진 모수의 분포와 같은 사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이다. 특히, 사후 

밀도(posterior density)는 사전 밀도(prior density)와 우도(likelihood)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의해 정의된다. 사후 

분포는 지점과 구간정보(mean, mode, credible intervals)로 얻을 수 있는 

모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222....6666.1 .1 .1 .1 자료자료자료자료    대치대치대치대치((((Data imputationData imputationData imputationData imputation))))    

 

질병의 발생에 대한 자료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감염 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 모형의 모수가 

주어진 자료의 확률 밀도 또는 질량 함수(mass function)인 - likelihood에 

대한 추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하기 쉽지 않은 모든 가능한 감염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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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특정 likelihood를 구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시간이 포함되는 자료 

(temporal data)를 고려할 때 특히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료대치방법(data imputation method)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알지 못하는 likelihood의 평가를 특별한 모형의 모수와 같이 용의하게 

다룰 수 있게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data imputation방법은 EM 알고리즘과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방법이다. 이 

중 EM 알고리즘은 expectation과정의 값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추론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Becker, 

1997, Becker and Britton, 1999). 이는 MCMC 방법이 data imputation을 

구하기에 더 수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data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논점 

중 하나는 impute할 적절한 통계적 수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병으로 인한 최대한의 감염자의 수의 경우에 대한 자료를 구성에 대한 

가정해보자. 몇몇 모형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의 likelihood를 구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과정이나 imputation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론상 모든 과정들의 표본 경로에서 imputation을 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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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impute하는 자료의 선택은 납득할만한 개연적 구조이고 

고려할만한 모형의 형태라야 쉽게 구할 수 있다. 

 

2222....6666....2222    마코브마코브마코브마코브    체인체인체인체인    몬테몬테몬테몬테    카를로카를로카를로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arkov chain Monte Carlo, (Markov chain Monte Carlo,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MCMCMCMCMCMC))))    

 

마코브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방법은 

다차원 또는 고차원의 적분 계산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모의실험이 다른 수치적 계산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1) 다차원 분포를 가급적 가능하다면 일차원 조건부 분포의 곱으로 

표현하고 그것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2) 중요비 추출(important sampling) 또는 채택 기각 추출(Accept-

reject sampling, ARS)을 이용하여 iid 표본을 얻는다 

 3) 모의실험(Monte-Carlo)을 시행한다. 

의 순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MCMC방법은 비례적으로만 알 수 있는 몇몇의 목표 밀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표본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적합한 형태이다. 목표 밀도는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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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의 결합 사후 밀도이다. Markov chain의 고정적인 분포로 정의된 

방법의 결과는 정규화된 목표 밀도와 일치한다. 그 후로 수렴(convergence) 

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시간변수에 대해 simulation을 시행하고, 그 

이후로 simulated chain으로부터 표본을 얻어낸다. 만약 convergence가 

이루어진 표본이라면, 이것은 관심 대상의 target density로부터 나온 

표본이다. 간단한 탐색으로부터 허용되는 형식의 표본-기반(sample-based) 

방법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posterior density뿐만 아니라, model parameter 

와 이 parameter의 함수에 대한 marginal posterior density임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 모형에서 관심있는 주된 수치는 기본 재생 수(reproduction 

number, 0R )이다. 이 수치는 질병이 없어졌거나 조기에 사망하는 것을 

알려주는 값인 분계점(threshold) 모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epidemic model은 0R 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따라서 

추정값 0R 는 최초에 추정된 기본 model paramete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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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666....3333 MCMC MCMC MCMC MCMC를를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    이유이유이유이유    

 

MCMC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MCMC는 모형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그 유연성(flexibility)이 다른 

방법들보다 뛰어나다. 예를 들면,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자료(dataset) 

를 고려한다. 우도(likelihood)의 평가는 모든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모두를 알 수 없는) 감염 시간들을 적분하여야 한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기간에 대한 편리한 분포의 형태를 

고르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고차원의 적분이 수리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추정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MCMC에서는 특별한 모형의 

모수(model parameter)추정을 포함하여 감염시간의 누락과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되는 감염기간에 대한 모형에 제약이 필요하지 않다. MCMC는 

순수하게 베이지안 체제(Bayesian framework)하에서 확장하여 쓰이므로, 

우도면(likelihood surface)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model flexibility를 고려하기 위한 사항은 추론을 위해 마팅게일 

(martingale)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로써 제한 사항이 없는 Mar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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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될 것이다. 

MCMC의 두 번째 매력은 베이지안 접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model parameter 또는 그에 따른 어떤 함수에 대해서도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모수나 모수의 함수는 전통적인 추정량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각각의 모수 또는 모수들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얻기 위한 평균(mean), 중위수(median), 분산(variance), 신뢰 구간(credible 

interval)등과 같은 사후 개요(posterior summaries)들을 쉽게 알 수 있다. 

 

2222.7 .7 .7 .7 Chowell Chowell Chowell Chowell 등의등의등의등의    연구연구연구연구(2004)(2004)(2004)(2004)    

 

2.2.2.2.7.7.7.7.1 Epidemic model1 Epidemic model1 Epidemic model1 Epidemic model    

 

그림 4는 각 질병학적 계급 사이에 대한 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N

Iβ 은 susceptible S 에서 E 로의 transmission rate을 나타낸다. k 는 

E에 있는 개체가 증상 및 감염의 상태를 보이는 I 로 옮겨지는 율이며, γ 는 

I 에 위치하는 감염자들이 죽거나 회복되는 율을 나타낸다. C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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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al state는 아니지만, 시간에 따른 증상의 발현에 대한 누적 

수를 의미한다. 

 

 

그림 4.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low of individuals 

 between epidemiological class 

    

2.2.2.2.7.7.7.7.2 Differential equation model2 Differential equation model2 Differential equation model2 Differential equation model    

 

그림 3의 관계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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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E
dt

tdC =  

, where )(tS , )(tE , )(tI , and )(tR  denote the number of 

susceptible, exposed, infectious and removed individuals at time t . )(tC  

is not an epidemiological state but serves to keep track of the cumulate 

number of Ebola cases from the time of onset of symptoms. 

 

이렇게 구성된 식을 MCMC에 적용한다. 

 

2.2.2.2.7.7.7.7.3 Markov chain model3 Markov chain model3 Markov chain model3 Markov chain model    

 

(continuous time Markov chain) 확률 모형은 노출(exposure), 감염 

(infection), 그리고 제거(removed)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른 값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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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he transmission rate for each event 

Event Effect Transmission rate 

Exposure 
(S, E, I, R) → 

(S-1, E+1, I, R) N

SIt)(β
 

Infection 
(S, E, I, R) → 

(S, E-1, I+1, R) 
kE  

Removal 
(S, E, I, R) → 

(S, E, I-1, R+1) 
Iγ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는 개개인에 대한 사건 시간들인 

L<<< 210 TT 은 증가 지수 분포의 새로운 과정 

 

)(
1

1)1,|( −−
− =−≤>− kTt

jkk ekjTtTTP µ
 

, where 

1

11
111

1 )()(
)()()(

)(
−

−−
−−−

− 


 ++= kk
kkk

k TITkE
N

TITST
T γβµ  

 

에 의해 모형화된다. 

최종적으로 전염병의 크기는 

 

)(TCZ =  where { }0)()(,0min =+>= t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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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이것의 경험적 분포(empirical distribution)은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Renshaw, 1991). 

 

2.2.2.2.7.7.7.7.4 4 4 4 전이율과전이율과전이율과전이율과    중재의중재의중재의중재의    효과효과효과효과    

((((TTTTransmission rate and the impact of interventionsransmission rate and the impact of interventionsransmission rate and the impact of interventionsransmission rate and the impact of interventions))))    

 

Chowell 등이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자료에는 감시,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기의 최장기간이라고 여겨지는) 3주간의 격리, 병원에서의 개인 및 

조직원들에 병원의 엄격한 초기 간호 기술의 교육(예를 들면, 옷이나 장비에 

대한 보호, 환자 관리 등),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의 빠른 

매장과 같이 에볼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제어 정책이 있었다(WHO, 2003b).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꼼꼼한 정책의 영향을 01 ββ < 을 만족하는 

0β 에서 β 로 transmission rate의 감소를 모형화 하였으나, 이러한 제어의 

영향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최초 질병의 발생과 제어와의 시간 사이에 

관한 것들을 고려하면, transmission rat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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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τ

βββ
β

β τ ≥
<

−+


= −− t

t

e
t tq )(

101

0

)(
)(   

, where τ  is the time at which interventions start 

        q  controls the rate of the transmission from 0β  to 1β  

 

과 같은 식에 의해 0β 에서 1β 로 차차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2.2.2.2.7.7.7.7.5 5 5 5 모형모형모형모형    추정추정추정추정    

 

주어진 자료에 대해 cumulative number의 경우인 ),( ΘtC 에 대해 최소 

제곱 적합(least-square fit)에 의해 model parameter ),,,,( 10 γββ qk=Θ 가 

적합된다. 최적화 과정(optimization process)은 최적의 적합(best fit)을 뽑기 

위해서 각 parameter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초기 조건을 부여해서 10번 

반복 실행하였다. 최소 제곱 추정량으로 얻어진 점근적인 분산-공분산 

(asymptotic variance-covariance) )ˆ(θAV 은 

 



 - 33 - 




 Θ∇Θ∇∑
=

−
n

i
ii tCtC

1

12 )ˆ,(ˆ)ˆ,(ˆσ̂  

, where n  is total observations, ∑ Θ−−
=

2

2

))ˆ,(()5(

1
ˆ

ii tCyn
σ  and 

C∇̂  are numerical derivation of C  

 

에 의해 추정한 값인 

 




 Θ∇Θ∇= ∑
=

−
n

i
ii tCtCAV

1

12 ),(),()ˆ( σθ  

 

이고, 다음의 형식에 의해서 parameter를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 방법은 MCMC를 이용하여, MLE 접근법에 비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제한 사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기존의 가정과 같이 전체 자료 중에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형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자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형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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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장장장장    이산적이산적이산적이산적    시간시간시간시간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고려한고려한고려한고려한    전염병전염병전염병전염병    

모형의모형의모형의모형의 MCMC  MCMC  MCMC  MCMC 접근접근접근접근    방방방방법법법법    

 

3333.1 .1 .1 .1 모형모형모형모형    수립의수립의수립의수립의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전염병 모형에 대한 추론은 1) 모형 변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관찰되지 않거나 잠재적인 것이라는 것과 2) 자료가 실제로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데 있어 

이산형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덧붙여서, model parameter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의 진행기간 

동안 그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관찰된 자료에 대한 모형의 모수 추정은 그 자료가 완벽하게 

얻어졌을 경우(Becker, 1976)와, 불완전한 자료의 경우에는 마팅게일 방법 

(martingale method)을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거나(Andersson and Britton, 

2000), 정확 전진-후진 여과(exact forward-backward filter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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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nhead and Meligkotsidou, 2004) 또는 MCMC를 이용한 방법 (Gibson 

and Renshaw, 1998; O’Neill and Roberts, 1999; O’Neill, 2002; Neal and 

Roberts, 2004; Streftaris and Gibson, 200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사건이 발생한 모든 시간 또는 그에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모두 

연구자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정확히 명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재할 

경우, 일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조사하여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리는 전염병 모형에 대한 시간을 측정할 때, 그러한 사건이 보고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단위마다 합산되어 알려지는 

것들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앞서 언급하였던 연구들의 가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염병 확산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SEIR모형에 대해 

이산형 시간(discrete-time)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추론 방법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시간 간격이 세대 기간(generation period)에 동일한 

경우의 자료에 대한 Likelihood-based 추론은 Bailey(1975)와 O’Nei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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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1999)에 의해 제안되었던 chain-binomial 모형을 이용한다. Chain-

binomial 모형에서는 잠복기와 감염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세대 기간을 확정된 

값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잠복기와 감염기에 대한 제한적인 가정을 

완화하여, 두 기간이 확률적일 수도 있으며, generation period의 길이가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태 변수(state variable)들의 transition 

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는 만족할 만큼 작은 수준의 구간 길이로 

이루어진 probabilistic discrete-time models을 공식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료의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는 transition density의 기저 

(basis)로 근사 될 수 있다. 

어떠한 측정치가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는 중요한 자료의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하려는 질병에 대한 

probability model을 구성하고, 가능한 자료의 초안 하에서 parameter의 

존재가능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MCMC의 사용은 관찰되지 못한 자료의 

분포에 대한 수치적인 구성을 고려한다. 이것은 variable들이 관찰되지 못했을 

때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parameter estimat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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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3333....2 2 2 2 이항성이항성이항성이항성    확률확률확률확률    분포에분포에분포에분포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이산형이산형이산형이산형----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고려한고려한고려한고려한 MCMC MCMC MCMC MCMC    

접근법접근법접근법접근법    

 

3333....2222.1 .1 .1 .1 제안과정제안과정제안과정제안과정    

 

Chowell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제어(intervention)를 고려하여 time-

varying transmission rate에 따른 deterministic SEIR differential equation 

으로 parameter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발병 자료의 가능한 부분에서 극히 

제한적인 – 결측치가 포함되지 않은 - 부분만을 고려하였다. 그들의 추정 

접근법은 기존의 관찰자료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축적한 자료 간의 최소 오차 

제곱합(minimize the sum of squared errors)을 parameter value로 정의한 

deterministic SEIR의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하였다. optimization process는 

10개의 다른 초기 모수값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중 가장 작은 오차 

제곱합의 결과를 모수 추정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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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록 과정이 진행되면서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발견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 불확실성이 포함되더라도) 모든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강체(rigid) likelihood-based inference를 만들고자 한다. 

 모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의한다. 

 

N  : 모집단 

t  : 단위 시간 

)(tS  : 모집단에서 t시간 동안에 감염환경에 있다고 여겨지는 

 (susceptible) 사람의 수 

)(tE  : 모집단에서 t시간 동안에 감염에 노출된(exposed) 사람의 수 

)(tI  : 모집단에서 t시간 동안에 감염된(infectious) 사람의 수 

)(tR  : 모집단에서 t시간 동안에 감염에서 회복되었거나 사망한 

(recovered or removed) 사람의 수 

h  : 측정치가 얻어지는 시점이며, 단위는 일(day) 

],( htt +  : 시간구간 

)(tB  : 감염이 진행된 사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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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 일별로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자 수 

)(tD  : 해당 시점에서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의 수 

*τ  : 모집단에서 감염된 사람이 나타나는 시점 

B B B B =
*

0)}({ τ
=ttB  : 전염의 진행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tB 의 시계열 

CCCC    =
*

0)}({ τ
=ttC  : B와 같은 의미에서의 )(tC 의 시계열 

D D D D =
*

0)}({ τ
=ttD  : B와 같은 의미에서의 )(tD 의 시계열 

 

위 정의를 이용하며, 기본 조건은 

 

0)0( sS = , 0)0( eE = , aI =)0(  

 

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형 중 stochastic continuous-time SEIR모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stochastic discrete-time SEIR모형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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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ShtS −=+       (1) 

)()()()( tCtBtEhtE −+=+      (2) 

)()()()( tDtCtIhtI −+=+      (3) 

NtRtItEtS =+++ )()()()(      (4) 

 

이 때, 

 

))(),((~)( tPtSBintB , )),((~)( CptEBintC , )),((~)( RptIBintD  (5) 

 

이며, 이 식 (5)는 

 




−−= )(
)(

exp1)( thI
N

t
tP

β
, )exp(1 hpC ρ−−= , 

)exp(1 hpR γ−−=       (6) 

 

의 확률을 갖는 이항분포 Bin ),( pn 의 확률변수이고, 이 때 각 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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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β  : 시간 의존적인 전달률(time-dependent transmission rate) 

ρ
1

 : 평균 잠복기(mean incubation period) 

γ
1

 : 평균 감염기(mean infectious period) 

 

이다. 

기본 개념(basic idea)은 질병에 대한 이전부터 다음 단계까지의 

개별적인 transition들이 상응되는 모집단 구획(corresponding population 

compartments)간의 확률적인 움직임에 따른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구획에서 머무는 시간의 길이는 특정 비율인 )(tλ 를 갖는 지수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며, 기간 h 를 갖는 앞선 주기에 의해 계속 지속(extending 

stay)되는 확률은 ))(exp( htλ− 이며, 그에 따른 이동(leaving)확률은 

))(exp(1 htλ−− 이다. 또한, susceptible, exposed, infectious에 대한 구획에 

대한 특정 지수 율은 각각 )(
)(

tI
N

tβ
, ρ , γ 이다. 잠복기와 감염기간에 대한 

지수 분포는 각각 
Cp

1
와 

Rp

1
을 평균으로 갖는 기하분포에 가까워진다. 시간 

t와 이항 확률변수 )(tB , )(tC , )(tD 는 서로 독립이고, 모집단의 수인 N 은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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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한 설명을 위해 transmission parameter인 )(tβ 는 통제 

대책(control measures)이 알려지는 시점(time point)까지 상수가 되고 그 

이후에 지수분포적 성질이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즉, 

 




= −− )( *
)( ttqe

t
β
β

β    
*

*

tt

tt

≥
<

,     (7) 

 

이며, 이 때, 

 

 *t  : control measures가 알려지는 시점 

β  : initial transmission rate 

0>q  : *tt ≥ 에 대한 )(tβ 가 감소하는 율 

 

로 정의한다. 

0R (basic reproduction number)은 큰 모집단 내에서 감수성 있는 

개인(susceptible individual)이 알려졌을 때, 첫 상태인 감염기간으로부터 두 

번째 상태로 넘어가는 평균값으로 정의할 때, 상수 0R 는 전염병에 대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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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며, 이후 모형에서 
γ
β=0R 이 된다(Hethcote, 2000). 그 이후 

Chowell 등(2004)은 시간 t 에서 감염된 경우에 대한 이차 경우(secondary 

case per infectious case)의 숫자로써 time-dependent effective 

reproductive number를 
N

tSt
tR

)()(
)(0 γ

β= 라 정의했다. NtS ≈)( 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γ

β )(
)(0

t
tR ≈ 은 (7)식의 시간-변동(time-varying) transmission 

rate에 비례하는 함수가 된다. 시점 )(0 tR 는 그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control measure가 통제되는 전염병에 대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기초 조건과 모집단의 수에 대한 정보, {BBBB, CCCC, DDDD} 또는 부분집합의 

관찰치로부터 추정하여서 벡터 },,,{ γρβ q=Θ 를 갖는 (7)식이 포함된 

(1)~(6)식으로 epidemic model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333....2222.2 .2 .2 .2 추론추론추론추론    

  

)(tB , )(tC , )(tD 가 conditionally independent하기 때문에, 1g , 2g , 

3g 를 시간 t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와 Θ으로 (5)와 (6)로 이루어진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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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binomial transition)라 할 때, 이에 대한 likelihood는 

 

∏
=

⋅⋅⋅=Θ
*

0
321 )|)(()|)(()|)(()|,,(

τ

t

tDgtCgtBgL DCB   (8) 

 

에 근사할 수 있다. Θ 와 0R 와 )(0 tR 의 이후의 결과에 대한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은 (8)식을 최대화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Prior인 )(Θπ 가 주어졌을 경우, posterior distribution은 

 

)()|,,(),|,( ΘΘ∝Θ ππ DCBDCB L     (9) 

 

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표본을 얻어낼 수 있다. 

조건부분포(conditional distribution) ),,|( ΘDCBπ 과 ),,|( BDCΘπ 을 

이용해 계속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형태의 MCMC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 DCBΘπ 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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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B 를 초기화한다. mB =)0( 과 같이 그 값을 지정한 후, 식 

(1)과 (2)를 이용하여 초기값 B의 계열인 )}(),({ tEtS 를 재구성 한다. 

Step 2. 모수 벡터인 Θ를 초기화한다. 

Step 3. DCB ,| 를 통해 B 를 갱신(update)하고, 식 (1)과 (2)를 

통해서 새로운 )}({ tS 와 )}({ tE 를 계산한다. 

Step 4. BDC ,,|Θ 로 Θ를 갱신한다. 

Step 5. chain 이후에 converge되어 원하는 표본이 얻어질 때까지 

Step 3과 Step 4의 과정을 반복한다. 

 

3333....2222.3 .3 .3 .3 Θ,,| DCB 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sampling sampling sampling sampling    

 

B 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각 시점에서 B 의 조건부 이항 

분포로부터 각각의 )(tB 를 추출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관찰된 질병에 대한 

0)(
1

0

*

=∑ −

=

τ

t
tB , 0)( ≥tE , 0)()( >+ tItE , 

*τ<∀t , 0)()( ** =+ ττ EI 의 

관찰된 최종 크기와 기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이런 모든 조건과 사전지식(scheme)을 만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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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B 의 실제 값을 update하기 위해, },,2,,0{ * hhh −τK 로부터 random 

하게 0)( >′tB 을 만족하는 시점 t ′를 선택하고, 1)()( −′=′ tBtB 을 지정한다. 

그 다음, random하게 },,2,,0{ * hht −∈ τK 를 선택하고, 1)~()~( += tBtB 을 

지정한다. 식 (1)과 (2)를 이용하여 )}(),({ tEtS 를 update하고, 이것이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새롭게 고려된 B′가 B 를 대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min 



⋅
⋅′
)|(

)|(
,1

B
B

π
π

의 확률로 B′를 채택한다(Neal and 

Roberts, 2004). 

 

3333....2222.4 .4 .4 .4 BDC ,,|Θ 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sampling sampling sampling sampling    

 

가우시안 교란(Gaussian perturbation)의 분산이 있는 확률보행 

(random work)를 이용한 Θ 의 원소를 update에 대한 수용율(acceptance 

rate)은 20%~40%이다(Roberts and Rosenthal, 2001). 사전 연구를 통해 

B 의 imputation은 q 와 ρ 에 대한 chain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이변량분포의 형태(mode)에서 이변량 정규 중심(bivariat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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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centered)을 통한 값을 이용한 이전 값들의 결합적이고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한다면, B 는 수렴한다(Chib and Greenberg, 1994). 독립 감마 

(independent gamma) prior는 ),( baΓ 가 모수 a 와 b 를 갖고 평균 
b

a
과 

분산 
2b

a
을 가질 때, 

 

),(~)( ζζ λνζπ Γ  

, where γβζ ,,q= and ρ  

 

의 형태인 Θ내의 각 parameter가 된다. 

 

3333.2..2..2..2.5555    모형모형모형모형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결과결과결과결과    

 

식 (1)부터 식(6)으로 구성된 전염병 확산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값들로 초기값을 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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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64,50 =s , 10 =e , 0=a , 2.0=β , 2.0=q , ( )5
12.0 ==ρ , 

( )7
1143.0 ≈=γ , )(1 dayh = , 130* =t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전염병 모형에 대해서 최종크기 297=m 과 

172* =τ 이면 종료하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전에,  

 

( ){ }== q,,,;, γρβζλν ζζ  ( ) ( ) ( ) ( ){ }10,2,14,2,10,2,10,2  1) 

 ( ) ( ) ( ) ( ){ }10,2,140,20,100,20,100,20  2) 

 

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임의로 만들어 prior distribution으로 사용하여 

inference에 사용하였고, 관찰할 수 없는 자료인 B 에 적용하여 MCM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1)과 2) 모두, distribution의 평균은 실제 값과 유사했으며, 2)의 

prior가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기술에서 1)의 

경우를 MCMC(initial)이라 하고, 2)의 경우를 MCMC(informative)라고 명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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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0,000회의 burn-in period를 버리고 얻어낸, 

1000개의 표본에 대해서 posterior distribution을 얻어내기 위하여 각 

100회씩 chain의 iteration을 시행하였다. 각 iteration을 통해 Markov chain 

B는 30번씩 update되었다. Markov chain의 수렴을 통해서 얻어진 두 가지의 

추정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명시하였다. 

 

표 2. Parameter estimates for simulation data 

Method  β̂   q̂   ρ̂   γ̂   0R̂  

True value 0.2 0.2 0.2 0.143 1.4 

MLE 

(Smith,2005) 

0.194 

(0.0083) 

0.170 

(0.0173) 

0.201 

(0.0117) 

0.144 

(0.00837) 

1.347 

(0.097) 

MCMC 

(initial) 

0.191 

(0.0115) 

0.166 

(0.0247) 

0.192 

(0.0246) 

0.144 

(0.00863) 

1.331 

(0.115) 

MCMC 

(informative) 

0.192 

(0.0112) 

0.164 

(0.0246) 

0.211 

(0.0237) 

0.144 

(0.00783) 

0.333 

(0.104) 

 

Posterior mean은 완전한 자료로부터 얻어진 최대 우도 

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 MLE)가 가장 좋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ML알고리즘은 만약 현재의 완전 자료에서 30% 정도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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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였을 경우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β , γ , 그리고 q에 대한 posterior standard deviation이 실제로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Parameter γ 에 대한 불확실성은 잠재 자료(latent data)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parameter γ 를 포함하는 likelihood의 성분이 

오직 { })(tI 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경우, 

MCMC방법은 posterior standard deviation이 증가하는 범위가 ML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실제 자료의 적용을 통해 제시된 방법의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에 콩고에서 발병된 

에볼라(Ebola)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했던 Chowell 

등(2004)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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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4  4  4 장장장장    실제실제실제실제    자료자료자료자료에의에의에의에의    적용적용적용적용    

 

4444.1 .1 .1 .1 자료의자료의자료의자료의    설명설명설명설명    

 

4444.1.1 .1.1 .1.1 .1.1 에볼라에볼라에볼라에볼라    출혈열출혈열출혈열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Ebola hemorrhagic fever)(Ebola hemorrhagic fever)(Ebola hemorrhagic fever)    

 

흔히 에볼라(Ebola)라고 불리는 에볼라 출혈열은 옛 자이르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지난 76년에 수단 서부에서 처음 발견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감염되면 내장이 녹아 목으로 피를 쏟으며 

죽게 되는데, 최고 90%의 치사율(50~9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을 나타낸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형태는 포유류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데, 

보통 바이러스는 원형이나 각진 형이 대부분이나 에볼라는 실과 같이 길다란 

모양이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 즉 감염된 체액이나 분비물 또는 드물게 성적 접촉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 정도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1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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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이 나고 심한 두통, 근육.관절통과 더불어 체온도 갑자기 올라간다. 발병 

3일째에는 위장과 소장 등의 기능장애로 식욕감퇴, 멀미, 구토, 설사가 난다. 

발병한지 4~5일 내(3.5에서 10.7일 사이로 추정; Breman et al., 1977)에 

심한 혼수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호흡기나 

위장관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며 보통 발병 후 8~9일째 대부분 사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다. 지역의 이름을 딴 Ebola-Sudan과 Ebola-

Zaire라는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Khan 등의 1999년 연구에 의해 알려진 

콩고 민주공화국의 1995년 에볼라 발병 자료이다. 자료는 두 가지의 time 

series로 되어있는데, 하나는 3월 1일부터 7월 16일의 에볼라 증상 발생에 

대한 일별 집계자료로 총 291 사례를 집계하였고, 다른 하나는 에볼라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일별 집계자료로 총 236 사례이다. 자료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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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ata from the 1995 Ebola outbreak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e recorded from March 1 to July 16(Kh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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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통해 질병을 앓은 최초의 사례가 1995년 3월 6일로 

되어있고,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사람은 7월 16일이며,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316 건으로 사망률(fatality)이 81%였음을 알 수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일찍 발생한 사례들로부터 수집된 표본(specimens)을 조사하여 

5월 9일에 원인 숙주 (causative agent)로 확정되었다. 즉각적으로 의복에 

대한 통제, 활동 감시, 집단적인 교육 등이 포함된 제어 방법이 알려졌다. 

200일 가량의 감염기간 내에서 제어방법이 알려진 것은 전염병이 발견되기 

시작한 후 70일 정도 후였다. 최초 발병일로 알려진 3월 1일은 그 자료가 

확인 불가능하여 불확실한 날짜이며, 질병 증상이 의심되는 25건과 감염자 중 

사망한 80건 가량은 날짜가 누락되었다. 

 

4444.2 .2 .2 .2 실제실제실제실제    자료의자료의자료의자료의    추정추정추정추정    및및및및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실제 에볼라 자료를 이용하고 이 자료에는 일자가 누락된 

25건과 사망한 80건을 unobserved process B 로 대치시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사전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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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질병에 노출된 개인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 질병에 노출되어 감염된 사람에 대해 잠복기의 평균기간을 적용하여 

6일 후에 최초 진단되었다. 

Parameter의 제한 조건을 10 << β 과 0>q 로 하고 Chowell 등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최초 조건을 21
1

1 <<
ρ

과 7.10
1

5.3 <<
γ

로 하며, 

모집단의 수 500,363,5=N 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Prior 

distribution와 sampling method는 앞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그림 6은 앞서 제시한 MCMC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parameter의 posterior distribution을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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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γ
1

 

 

 

ρ
1

                                    q  

그림 6. Estimated prior distribution for observed Ebola data 

 ( -------------  : initial, --- : informative) 

 

표 3은 각 parameter의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Chowell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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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osterior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y each method 

Parameter 
True 

values 

MCMC 

(initial) 

MCMC 

(informative) 

Chowell et al. 

(2004) 

β  0.2 0.243 (0.020) 0.209 (0.017) 0.33 (0.06) 

q  0.2 0.161 (0.009) 0.153 (0.010) - 

ρ/1  5 9.431 (0.620) 10.11 (0.713) 5.30 (0.23) 

γ/1  7 5.715 (0.548) 6.523 (0.564) 5.61 (0.19) 

0R  1.4 1.383 (0.127) 1.359 (0.128) 1.83 (0.06) 

 

시뮬레이션 결과 prior distribution의 두 가지 방법(initial과 

informative) 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두 번째의 방법으로 얻은 

평균값이 실제 값과 대체적으로 근접한 값을 보이나, 표준편차는 첫 번째의 

방법이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살펴보면, 평균 

감염기에 대한 posterior density는 사후 표준편차가 반나절(0.564) 정도인 약 

7일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평균 잠복기의 posterior density는 

하루(0.713) 정도의 사후 표준편차를 갖는 10일(10.11)로 추정되었다. 

Chowell 등의 2004년 연구와 비교해보면 추정치가 대부분 더 실제값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잠복기의 경우 Choewll의 연구결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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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와 실제값 간의 차이가 많이 나왔는데, 이는 실제 자료가 갖고 있던, 

잠복기 부분의 많은 결측치 때문으로 추측된다. 결과에 대해 요약해보면 본 

연구에서 구한 값들이, Chowell 등의 연구에 비해 크게는 세 배 정도 

표준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는 더 좋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들이 표준편차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unobserved event와 variable을 모형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불확실성이 더해졌고, 이것이 고스란히 parameter에 대한 사후 표준편차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는 추정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4444.3 .3 .3 .3 모형모형모형모형    진단진단진단진단    

 

모형 적합은 Gelman, Meng 그리고 Stern이 1996년에 제안한 불일치 

측도(discrepancy measure)에 기초한 사후 예측 모형 점검 기법(posterior 

predictive model check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Discrepancy measure을 이용하여 전염병의 최종 크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표시된 ‘X’는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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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료의 크기( 319=N )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며, 그 위치에서 

discrepancy measure를 통한 모형 적합을 검사하기 위해 구한 p-value는 

0.441로 적합성 결여(lack of fit)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of the final size for the observed  

Ebola data(X : final size, p-value of discrepancy measure=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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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은 그림 8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관찰된 누적빈도가 95% 

사후 신용 구간(posterior credible interval)의 사이에 존재하여 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Cumulative number of cases together with the posterior predictive 

means and 95% confidence bands corresponding to the observed  

number of case (━━━━━━━━━━━━ : true value, + : mean. -------------  :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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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물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접근법이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에 비해 모수를 

추정하는 능력이 더 좋으며, 모형진단을 통해서도 실제 모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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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5  5  5 장장장장    토의토의토의토의    및및및및    결론결론결론결론    

 

전염병 확산 모형에서 각각의 모수들을 구하기 위한 estimation 

framework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집단이 이질적으로 혼합되었는지의 

여부와, transition density에 대한 분포상의 가정, 그리고 불완비 자료의 성질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 모집단이 어떤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주의 깊게 다루지 않은 

변수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변수로써 어떤 

부분에서인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확실성의 원인은 누가 노출이 되고 발병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 

정확한 시간과 개체의 수를 모르는 경우에도 역시 발생한다. 잠재적 변수가 

포함되는 모형에 대한 적절한 절차는 그것들의 모든 확률 분포와 그것들에 

대한 수량화가 가능한 MCMC를 제시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증가는 

잠재적인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떤 모수든지 그 분포의 퍼짐을 더 크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에볼라 전염병의 모형화와 이에 따른 모수의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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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MCMC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EIR 체계에 대한 stochastic 

discrete-time을 이용한 접근법을 기초로 한 확률 접근법을 연구하였다. 

추가되는 추정 모수는 원인이 되는 숙주가 확인되었을 때 그에 대한 통제 

대책이 수립됨으로 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증상 발현의 증례를 

하루 단위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여 SEIR 모형의 적합에 최소 제곱 

추정치를 사용한 접근법과 비교하였는데, 비교 대상 접근법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예상한 80건의 사망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이를 이용해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 

비교 연구에 비해 표준 편차가 훨씬 큰 값을 갖기는 하였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며, 평균값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 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해 추정력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한 모형의 구성은 물론이고, 발견되지 않는 변수 

또는 측정치에 대해서도 추정함으로써 더욱 더 실제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추정 방법은 시간의 이산성과 그에 따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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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대한 transition rate의 probability를, 이항 분포에 근거해서 모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항 분포에 따른 

모수 추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속형의 

추정 모형에 비해 모수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자료에 따른 결측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표준편차가 커지거나, 추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결측치를 많이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정량 역시 실제 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가 실제 자료에 근접하는 모형 추정방법을 

고안하는 것이고, 복잡한 추정 함수를 간단히 하여 모형 추정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결측치에 대한 보완점과 아울러 이산형 분포가 가지는 큰 

표준편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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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STRACTBSTRACTBSTRACTBSTRACT    

 

A study for statistical epidemic modelA study for statistical epidemic modelA study for statistical epidemic modelA study for statistical epidemic model    

uuuusingsingsingsing    MCMCMCMCMCMCMCMC    

 

Han, Mooyoung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tochastic compartmental models are widely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pidemic diseases. These models consider populations of 

individuals as being partitioned in disjoint subsets(SEIR : susceptible, 

exposed, infectious and removed(or recovered)) and represent the 

transitions of individuals between compartment as stochastic processes.  

In order to capture the stochastic nature of the transitions between 

the compartmental populations in such a model we specify appropriate 

conditional binomial distributions. In addition, a relatively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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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ly varying transmission rate function is introduced that allows 

for the effect of control interventions. This study develops Markov chain 

Monte Carlo methods for inference that are used to explore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the parameters. The algorithm is further 

extended to integrate numerically over state variables of the model, 

which are unobserved. This provides a realistic stochastic model that 

can be used by epidemiologists to study the dynamics of the disease and 

the effect of control interventions. 

 

 

 

 

 

 

 

Key Words : SEIR model, stochastic compartment model, Markov chain 

Monte Carlo(MCMC), epidemic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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