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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수리모델 개발하여 유행 예측 뿐 아니라
방역 정책 효과 분석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
과 같음
◦ 한국형 코로나19 수리모델은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됨
- SEIQR 수리모델을 개발하여 정부 방역 정책 변화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 코로나19 유행을 예측
- 확진자수 추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속도를 수리
모델로 구현하고, 단기 혹은 장기 코로나19 유행을 예측
◦ 수리모델링을 사용한 효과적 백신우선순위 제안
- 설문지 조사가 아닌 확진자 데이터 기반 접촉 매트릭스를 수리 확률적인 방법인 최대우도추정으로
개발하고 백신 접종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개발
- 사망자수 혹은 확진자수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백신우선순위 제안
◦ 중증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개발 및 의료 자원 비축량 제시
- 중증도를 3단계로 나누어 수리모델 개발
3차 유행을 기반으로 개인보호구, 의료병상 등의 비축량 추정
◦ 다학제 감염병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음
2021년 3월 18일 기준 지난 한달 정도 감염재생산지수는 1 정도를 유지함. 1차, 2차, 3
차 유행에서도 안정기에서의 감염재생산지수는 모두 1 정도였지만 3차 유행의 규모가
300-400명 정도 이기 때문에 재유행의 가능성이 있음
2021년 2월 26일부터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 수리모델링 결과 사망
자수를 최소화 하는 백신접종은 의료종사자와 고연령자를 우선으로 접종해야 함을 보이고,
이 결과는 현재 정부의 백신우선순위와 같음. 효과적인 백신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
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함
3차 유행기간 동안 중증도를 고려한 수리모델링 결과에서는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확산
세를 꺾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최대 중증/위증 환자 수와 유행기간동안의 의료자원 필요량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본 연구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한국형 코로나19 수리모델링 개발 연구는 유행예측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정책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유행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의료
자원 비축량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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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cientific basis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s well as predicting outbreaks by developing mathematical models for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Mathematical model for COVID-19 in Korea is developed in two forms.
-Development a SEIQR model to estimate the reproductive number according to changes
in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policy, and predict the COVID-19 outbreak
-Development a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behavior changes that

implements the

intensity and speed of social distancing and predicts the COVID-19 outbreak
◯ Proposing the effective vaccine priorities using mathematical modeling
-Development of a contact matrix based on confirmed person data, not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MLE and a COVID-19 model considering vaccination.
-Proposing optimal vaccine priority to minimize the number of deaths or confirmed cases
◯ Developing a COVID-19 model considering the severity and suggesting the amount of
medical resource stockpile
◯ Establishing an advisory committee as a multidisciplinary infectious disease experts
As of March 18, 2021, the reproductive number remained at around 1 for the past month.
Even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outbreaks, the reproductive number in the stable period
was all about 1,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recurrence because the scale of the third
outbreak is about 300-400 cases.
Korea's COVID-19 vaccination began on February 26, 2021. As a result of modeling,
vaccination that minimizes the number of deaths should be given priority to medical workers
and the elderly, and this result is the same as the current government's vaccine priority.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personal hygiene, must be
combined in order for effective vaccine policy to be implemented.
Simulation result considering the severit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aste intervention by
showing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nd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as
re-emerging duration is extended.
The data-based COVID-19 mathematical modeling can be used as an important tool to
suggest scientific standards for vaccine strategy an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such
as social distancing as well as epidemic predic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medical
collapse can be prevented by preemptively preparing medical resources during the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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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1.1

목표

◦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 제시하는 것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1억

2000만

명

이상의

환자와

267만

명의

사망자(치명률

2.2%)가

발생하고

있음(2021년 3월 19일 기준)
◦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18일까지 총 97,757명 확진자와 1,690명 사망자(치명률 1.8%)가
발생함.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검역 및 격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감염 및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코로나19 예측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 의사 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WHO의 CovidSIM, 미국
CDC에서 제공하는 COVID19surge와 그 밖의 IHME, USC 외에도 MIT, Youyang Gu,
Imperial College 등의 수리모델은 코로나19 정보 입력을 통해 환자(입원, 사망) 수,
병상(입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등) 등 예측 결과를 산출하여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역학 및 감시 관련 데이터는 잘 구축 되어 있으나 해외
주요기관에 비해 감염병 예측모델의 개발 및 활용이 미미하며 체계적이지 못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3차 유행을 겪고 있음.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정책이
병행하여야 함.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위해 데이터 기반
수리모델링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상황을 고려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모델 개발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감염병 발생
예측을 통해 방역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예방 및 방역 정책 수립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 1 -

1.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 대한 내용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연구내용

구체적 내용(계획서)
§

한국형
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모델
개발

§
§

연구수행 내용

달성도(%)

§
국내외 주요기관 코로나19
예측 수리모델(WHO, CDC
§
등) 고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수리모
§
델 개발 및 모수 추정
우리나라 상황에 최적화된
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모
§
델 개발

국내외 코로나19 예측 수리모델
고찰 및 분석
국내 데이터 기반 수리모델 개
발 및 모수 추정
SEIQR 수리모델을 사용하여 정 100%
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른 감염
재생산지수 추정 및 유행 예측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을
사용하여 유행예측

§

수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격리환
자수, 사망자수 추정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접촉 매
트릭스 및 코로나19 백신 수리
모델 개발
사망자수 혹은 확진자수 최소화 100%
를 위한 최적 백신우선순위 전
략 제시
3차 유행 기간을 기반으로 중증
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개발 및 의료자원 비축량 제시

§

코로나19
수리모델을 §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및 중재 정책
제안

수리모델을 이용한 장단기
코로나19 발생, 사망, 소요
§
자원 등 예측 및 사회거리
두기 효과 분석

감염병 유행
예측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병
유행
예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자문위원
감염병 유행 예측 전문가를 수
구성과 자
학과 감염학자 등 다학제로 구
문회의 운
성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영

◦ 본 유행예측 연구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매주 2회(화요일과 금요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방역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 설문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환자 데이터 기반 우리나라 접촉 매트릭스를 개발한 연구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신종 감염병 혹은 감염병의 수리모델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 처음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본 연구는 보건, 감염역학, 그리고 감염병 수리모델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포함한 연구임
◦ 수리모델링을

사용한

백신우선순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백신량으로

효과적인 백신정책을 세울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또한 정부의 백신우선순위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중증도를 고려한 수리모델링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신종감염병이 도래 할 경우에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본 연구 또한
보건이나 병원 현장, 감염역학과 감염병 수리모델링 분야에 과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임
◦ 자문위원단은 다학제 감염병 전문가로 총 6명으로 수학계에서 이창형교수, 심은하교수,
그리고 감염학계에서 백경란교수, 이종구교수, 서유빈교수, 김탁교수로 구성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백신우선순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재검토하여

수정하였음.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연구 분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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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Flaxman 교수 연구팀은 수리모델링을 통해 유럽 11개 국
가의 비약물적 중재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유럽의 중재정책은 코로나 환자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임. 또한 비약물적 중재정책은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만드는 중요
한 지수임을 강조[1]
◦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Chowell 교수 연구팀은 싱가포르의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 추적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추적이 감염사슬을 끊어냄이 중요함을 보였음[2]
◦ 영국 워윅대학교 Keeling 교수 연구팀은 영국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사례에 대한 확산 위
험 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확진 환자의 접촉 추적이 4시간 이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질 것이라 경고함[3]
◦ 일본 훗카이도 대학 니시우라 교수 연구팀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다방면
분석을 진행하였음. 일본의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 통계적 방법론인 Likelihood 분석을 하
여 감염자의 serial interval을 중위값 4일로 계산하였으며, SEIR 기반 수리 모델을 이용하
여 감염자의 격리 지연 시나리오를 설정, 시나리오에 따른 의료 병상 요구 수준을 예측
[4, 5]
◦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Chowell 교수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통계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무증상 비중을 17.9%로 계산하였으
며 SEIR 기반의 수리모델을 사용, 의료 포화 경계선과 중재 유/무 및 확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비약물적 중재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함[6, 7]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환자 수, 사망자 수, 의료병상
요구량을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델 기반의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음[8]

◦ 심은하 교수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능동추적을 기반으로 많은 검사를 시행하는 두
정책의 최적 제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유행 초기에는 많은 검사가 중요한 정책
이며 유행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임을 보임[9]
◦ UNIST 이창형 교수팀은 연령별 모델을 기반으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구간별 감염재생산지수를 추정하였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하는 것이 감염자수를 줄이는데 중요 요인임을 강조[10]
◦ 경희대학교 이선미 교수팀은 대구/경북, 그 이외 지역으로 구분한 SEIQR 모델을 사용하
여 여러 시나리오에서 누적확진자수를 추정하여 여행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빠른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함[11]
◦ 숭실대학교 심은하 교수팀은 한국이 많은 검사량,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연기 등의 적극
적 방역 정책 시행에도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으로 설
명하였음. 또한 무증상을 고려한 질병 전파 모델에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고려할 때 최적 전략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확진자수를 추정하였음
[12, 13]
◦ 국림 암센터 기모란 교수팀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사례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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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감염재생산지수를 계산하고 유행 규모를 예측하는 연구수행[14]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손우식 박사팀은 individual-based 모델을 사용하여 초기 특정 종교단
체의 전파확산을 분석함. 대구·경북지역의 종교단체에서 4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머
지 인구집단에서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구현하였으며, 사람간의 네트워크
를 반영한 모델을 통해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보임[15, 16]
◦ 건국대 정은옥 교수팀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환
자가 해외로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을 확률론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17]. 확진자 발생
에 따른 행동변화를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여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확
진자수를 예측하였으며[18],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가
을 2차 유행의 위험성을 강조하였음[19]. 또한 연령군을 고려한 행동변화 모델을 사용하
여 개학연기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였음[20]. 최근에는 KT에서 제공한 유동인구 데
이터와 감염재생산지수를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는 유동억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위생이 중요함을 보였음[21]
◦ 콜로라도 대학교 Bubar 교수팀은 연령군 수리모델을 고려하여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백
신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였으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15와 1.5인 상황에서 사망
자를 최소화하는 백신 전략은 고령자 우선 접종이며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20~40
대에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라고 분석함[22]
◦ 심은하 교수팀은 POLYMOD 접촉행렬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한정된 백신 물량으로 백신을
분배하는 최선의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감염자를 최소화하는 전략,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전략, 사망으로부터 잃는 수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연령별, 백신 효율별로
분석하였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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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 한국형 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모델
SEIQR 코로나19 수리모델
◦ Susceptible-Infectious-Recovered(SIR) 모델은 Kermack 과 McKendrick 에 의하여 1927년 제
안된 상미분방정식 형태의 수리모델로 기본적인 감염병 수리모델임
◦ 감염병 수리모델링의 과정은 감염병 전파 상황에서의 인구 집단을 역학적으로 이질적인 세
부 집단들로 나눔으로 시작함
◦ 코로나19의 경우, 인구 집단은 감수성(susceptible,  ), 바이러스 노출(exposed,  ), 감염 전
파(infectious,  ), 격리치료(quarantine,  ), 회복(recovered,  )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짐
◦ 격리치료 그룹은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은 후 바로 격리되어 감염 전파력을 상실
한다고 가정
◦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연구임으로 시뮬레이션 시작일은 첫 환자가 발생한 2월 16일부터임
(1번에서 28번 환자들은 제외됨)
◦ 해외에서 유입되어 격리된 환자들은 데이터에서 제외됨
◦ 그룹들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리모델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음

그림 1 코로나19 SEIR 수리모델 지배방정식(좌)과 흐름도(우)
◦ 모델을 구성하는 모수 중 감염 전파자의 평균 증상발현부터 격리까지 기간(), 바이러스
노출자의 전염성을 가지기까지의 평균 기간(), 격리 치료자의 평균 회복 기간()은 역
학적 분석을 참고하여 추정
◦ 격리 환자 중 일부는 사망률

 로 사망한다고 가정

◦ 감염전파율 와 같이 역학적 데이터가 없는 모수는 최적제곱법(least squres fitting)을 사용
하여 확진자 데이터와 수리모델 결과가 가장 잘 맞게 되는 감염전파율을 역추정. 자세한 방
법론에 대한 설명은 “모델의 모수 추정”부분에 후술되어있음
◦ 다음은 SEIQR 수리모델에서 사용된 모수들을 나타낸 표임
표 2 SEIQR 수리모델에서 사용된 모수
기호

설명

평균 모수 값



코로나19의 감염전파율

정책 구간별로 추정함



진행률

1/2.1



확진 및 격리율

1/6



회복률

1/25



사망률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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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감염재생산지수(Basic Reproductive Number,  )는 감염전파율과 평균 감염기간, 즉

 ×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의 감염 전파자가 감수성 인구집단

에 유입될 경우 평균 감염기간 동안 해당 감염자에 의해 감염이 되는 이차 감염자수를 나
타냄
◦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확진자 격리 등의 중재가 들어가기 때
문에 감염전파율이나 평균 감염기간이 바뀔 수 있음.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ve number,

 )는 중재가 있는 상태에서의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감염기간 동안 발생시키는 이차 감
염자수를 나타냄
◦ 코로나19 중재 정책은 신규 확진자수와 확산 추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SEIQR 수리모델을 구성하여 정책 기간별로 감염전파율을 추정할 수 있으
며 감염재생산지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단기 유행예측이 가능함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비약물적 중재 정책, 감염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
용, 손 씻기, 모임 자제와 같이 이전과 다른 행동양상을 보였음
◦ 인구집단의 행동변화를 수리모델로 구현하기 위하여 감수성 인구집단을 감수성(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 그룹들로 나누어 고려
◦ 감염병 확산 상황 시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을 제외한 감수성 그룹의 사람들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으로 이동한다고 가정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은 강화된 행동 수준을 지속할 수 없기에 행동 수준이 완화되
어 생활방역 그룹으로 이동. 단, 생활방역 그룹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

그림 2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지배방정식(좌)과 흐름도(우)
◦ 두 행동변화 그룹(   ,   ) 사이의 흐름은 두 행동변화율(  , )로 표현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이동은 행동변화가 감염 전파와 동일한 식 형태로 표현되었음. 두 행동변화
그룹의 감염전파율은 감염전파 감소율( ,  )이 각각 곱해져 기존의 감수성 그룹보다 낮은
감염 전파율을 지니게 됨
◦ 행동변화 코로나19 수리모델의 경우는 유행 예측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
로 인한 사람들의 행동변화의 강도와 속도가 모델 모수 와   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
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분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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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모수 추정
◦ SEIQR 수리모델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접촉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감염전파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며 모델에서 계산되는 누적확진자수(



t end

 I dt )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제곱

 ini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fitting)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수 값을 추정
◦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의 경우, 감염전파율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행동변화율(  ,
)과 행동변화 그룹들의 감염전파 감소율( ,  )을 추정. 단, 이 과정에서 (  , )은 하나
의 역학현상을 나타내지만 역 관계에 있는 모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중 한
모수를 가정하였음
2.

한국 데이터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전략
한국형 코로나19 감염전파 매트릭스 구축

◦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확진자의 개별 정보 중 연령, 진달일, 의료종사자여부, 증상발현
일 네 가지를 이용
◦ 수리확률적 방법인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 확진자
개별 감염 정보(연령, 감염 추정일, 증상 발현일, 진단일)를 반영한 감염전파 매트릭스 추정
◦ 전체 인구집단을 1군(의료종사자), 2군(미성년자), 3군(의료종사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성인),
그리고 4군(70세 이상 고연령자)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간 감염전파 매트릭스(4x4
행렬)를 구축하였음
◦ 인구 집단  의 감염자에 의해 인구 집단  의 사람이 감염될 감염전파율을    라고 한다
면, 특정 시점 (일 단위)에서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그룹  의 번쨰 사람이 다음
시점인   까지 감염되지 않을 확률은           exp         임. 여기서   
는 시점 에서 집단  의 감염전파력이 있는 감염자들의 수임. 따라서 시점 에서 감염되어
시점   에서 감염자가 될 확률은          exp         임
◦ 구성원들의 감염 여부에 따라 집단  는 감염된 구성원    과 감염되지 않은 구성원    으
로 구분
◦   의 번째 사람의 우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번째 사람이 시간     에 감염
자가 되었을 경우 번째 사람이       까지 감염되지 않을 확률과      에 감염될 확
률의 곱임
      









                     

◦   의 번째 사람의 우도는 시뮬레이션 마지막 시간  까지 감염되지 않을 확률임
  



 

        

◦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됨:







      

   


 ∈         ∈  





  

                     



  

∈     



        



◦            는 각각 위에서 언급한 1군, 2군, 3군, 그리고 4군 인구집단을 의미함
◦ 증상발현일이 기록된 감염자들은 증상발현 이후 진단까지 약 4일이 걸림. 이들은 증상발현
2일 전부터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음
◦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 우도를 최대화 시키는 감염전파율을 추정함

- 7 -

집단 이질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 집단의 감염전파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SEIQR 코로나19 수리모델의 인구집단을 위의
MLE추정과 같이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확장하였음
◦ 각 그룹에 감염전파 수리모델인 SEIQR이 있으므로, 총 20개(4그룹x5개 방정식)의 미분방정
식이 연립되어 있는 수리모델임
◦ 여기서 감염전파 항의 집단별 감염위험율(   )은 MLE 결과이며, 감염전파율 보정상수(  )
를 곱하여 시기마다 다른 정책 변화를 반영함
◦ 코로나19의 연령에 따라 다른 사망률(  )을 고려하였음




    




  ′     




         




  ′     

 ′        
  ′        
 ′        
               

 

그림 3 집단 이질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 검역 데이터를 제외한 보도자료 데이터와 모델의 결과 사이의 제곱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시기별 감염전파율 보정상수(    )를 추정
◦ 감염재생산지수(  )는 미분방정식에서 유도되는 20x20 자코비 매트릭스와 평형상태에서의
스펙트럼 반경을 이용하는 next-generation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집단 분화로
인해 이전 모델에서의  형태와는 다른 복잡한 형태로 유도되었으므로 계산된 수치만을
모수추정 결과와 함께 표기하였음
백신접종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및 백신접종 전략 분석
◦ 백신접종을 고려하여 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은 다음과 같이 확장됨(그
림 4): 백신접종이 되었지만 백신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그룹(   ), 백신접종이 되었으며 백
신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아직 면역을 갖추지 못한 그룹(   ), 접종 후 일정 시기가 지나 면
역을 지니게 된 그룹(   )
◦ 본 연구에서는 면역이 생기기까지 2주( )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였으며, 백신 효율성()이
70%, 80%, 90%인 경우를 가정하였음. 접종은 1회 한다고 가정하였음

그림 4 백신접종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 우리나라 백신접종 시작일인 2021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수리모델 결과를 100일 연장하여
백신접종 시뮬레이션을 진행
◦ 백신우선순위는 감염자수를 최소화시키는 전략과 사망자수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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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감염재생산지수는 0.1 간격으로 0.1부터 2까지 총 20가지 경우를 고
려. 의료종사자 집단의 접종량은 50만명으로 고정 후 나머지 세 집단이 100만명, 150만명,
200만명씩 접종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즉, 각 시나리오의 총 접종량은 350만명, 500
만명, 650만명임. 또한 일일 접종량이 10만명인 경우와 20만인 경우를 고려하였음. 즉, 총
360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음

3. 중증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 중증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은 SEIQR 모델에서 확진되어 격리된 그룹인 Q를 중증
도로 구분하여 확장함
◦ 중증도를 고려한 격리치료 집단은 코로나19 임상 중증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
- 경증(   ): 무증상, 임상 중증도 1, 2
- 중증(   ): 임상 중증도 3, 4
- 위증(   ): 임상 중증도 5, 6, 7
◦ 각 격리치료 집단 간 이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감염전파자는 각 중증도로 진행될 확률( ,
 ,  )에 따라 세 집단 중 한 집단으로 이동

그림 5 중증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지배방정식(좌) 및 흐름도(우)
◦ 격리치료 환자들 중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는 위중증 환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퇴원
및 격리해제 되었음. 따라서 격리 환자 중 위중증 환자의 비율을 각 중증도별 격리 기간으
로 보정하여 위중증으로의 진행 확률을 추정하였음
◦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 한 명당 필요한 의료자원량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국내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별 최대/최소 의료자원 요구량을 사용하여 개인 보호구
필요량의 범위를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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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 한 명당 중증도별 의료자원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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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종 연구결과
1. 한국형 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모델 개발
SEIQR 코로나19 수리모델
◦ 그림 6는 2020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의 정부 방역정책 타임라인이고, 그림 7
은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른 각 기간의 평균 감염재생산지수(단, 5월 21일부터 8월 23일
은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있음), 일일 신규확진자수와 누적확진자수를 나타냄. 빨간색은
데이터이고 검정색 그래프는 수리모델 결과임
◦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3번의 유행을 겪고 있음. 첫 번째 유행은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가 초기 확산 시기에는 6 정도 까지 올라감. 두 번째 유행 확산 시
기에는  가 2.3에 가깝게 올라갔고, 세 번째 유행 확산 시기에는  가 1.7 정도로 올라감

1차 유행
기간
거리
두기



2차 유행

3차 유행

2.29-

4.20-

6.21-

8.2-

8.16-

8.23-

10.12-

11.4-

11.24-

12.23-

1.18-

3.22

5.6

8.2

8.16

8.23

9.13

11.4

11.24

12.23

1.18

2.15

2.5단계

0.43

생활속거리두기

0.95

1

2단계

2.3

2단계

1.7

2.5단계

0.5

1단계

1.13

1.71

2단계

1.28

2.5단계

0.72

0.98

그림 6 정부의 방역정책 타임라인 및 감염재생산지수(2020년 2월 16일 이후)

그림 7 SEIQR 수리모델 감염재생산지수 추정 및 일일 확진자수, 누적 확진자수 데이터(빨간색)와
수리모델 결과(검정색)
◦ 초기 유행 당시, 흥미로운 것은 국민들의 행동변화 양상이 정책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을 감
염재생산지수로 확인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3월 23일-4월 20일) 이전에 확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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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행동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가 1보다 낮게 내려
감. 한편 생활방역 시작 시기인 5월 6일 이전에 확진자수가 10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국민들
은 먼저 느슨해지고  는 1보다 높은 1.4 정도로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됨
◦ 5월 2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가 1정도로 유지되었으며, 8월 초까지 평균 50명 이하
의 일일 확진자수를 유지하였음
◦ 8월 초 2차유행이 시작되면서  가 2.3에 가깝게 증가하게 됨. 확진자수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8월말에서 9월초  가 0.5 정도로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고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값이 1정도로 유지되었음
◦ 3차유행은 11월 초부터 12월 23일 정도까지  가 1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며 가장 큰 유행이 되었음. 정부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를 높였으며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였음. 이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으로 12월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재생산지수가
0.7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옴
◦ 2021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값이 다시 1정도 3차유행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
음. 하지만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300-400명대이기 때문에  값이 조금만 높아져도
재유행의 위험이 있음
◦ 그림 8은 2021년 3월 19일 이후 2주간 전국의 일일 확진자수 변화를 예측한 그래프임: 빨간
색 그래프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3차 유행 확산의  값)하였으며, 검은색 그래프는 현재 추
세(3월 19일 기준)가 지속될 경우, 파란색 그래프는 2차유행 이후  값이 가장 낮은 경우

그림 8 전국 2주 일일 확진자수 예측 그래프

표 4 추정된 감염재생산지수를 이용한 전국 1, 2주 유행 예측(3월 19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수
Rt
1주 유행예측
(3월 26일)
2주 유행예측
(4월 2일)

격리자수

누적 확진자수

1.71

1.06
(현재)

0.5

734

490

1265

515

(유행 예측 마지막날)
1.06
1.71
0.5
(현재)

1.71

1.06
(현재)

0.5

329

98860

98060

97490

9732

9122

8673

202

105956

101597

99252

12896

9557

7767

◦ 그림 8과 표 4은 2021년 3월 19일 이후 2주간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 변화를 예측한
그래프와 표임: 3월 19일 추세가 지속될 경우 1주 뒤 일일 확진자수가 약 490명, 2주 뒤 약
515명 정도로 예측됨. 누적 확진자수와 격리자수는 2주 후 약 101597명, 9557명 정도로 각
각 예측됨(검역 데이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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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SEIQR 수리모델링(권역별)
◦ 코로나19 SEIQR 수리모델을 사용하여 권역별, 정책 구간별로 감염전파율 를 추정하여 감
염재생산지수를 계산함
◦ 권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
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대구, 경북), 제주도
◦ 시뮬레이션 시작일은 각 권역별 지역확산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확산 시작 전
확진자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았음: 수도권 2월 16일, 경북권 2월 18일, 강원도 2월 23일, 나
머지 권역 2월 21일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는 지역확산에 무관한 검역 확진
환자는 제외하였음(2021년 3월 19일 기준 전국 총 환자수는 97757명, 검역 데이터를 제외하
면 94669명)
◦ 그림 9는 2차 유행 이후 방역 정책 변화에 따른 전국 및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추정 값

그림 9 2차 유행 이후 방역정책 변화에 따른 전국 및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 그림 10과 표 5는 3월 19일부터 2주 후 권역별 일일 확진수를 예측한 수리모델 결과임: 
값이 최악의 경우(3차 유행 확산기간), 최근(3월 19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선의 경우(2차
유행 시 거리두기 2.5단계 수준)를 고려하였음

그림 10 전국 7개 권역별 일일 확진자 2주 유행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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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권역별 2주 예측(3월 19일까지 데이터 활용)

Rt
4월 2일

수도권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제주도

일일 신규 확진자수

누적 확진자수

최대
736
259
72
40
53
33
55

최대
69793
8943
2687
6436
4863
12458
864

현재
364
78
41
16
14
10
2

최소
148
20
5
8
4
6
1

현재
67541
8015
2520
6286
4643
12317
650

격리자수
최소
65916
7606
2264
6228
4558
12291
636

(유행 예측 마지막날)
최대
현재
최소
8522
6798
5558
1751
1041
728
558
429
234
542
428
383
539
370
306
417
309
289
210
47
36

◦ 표 5는 수도권의 경우 3월 19일 추세가 지속될 경우 2주 후 일일 확진자수가 약 364명 예
측, 2차유행 당시 2.5단계 수준인  가 0.5로 지속된다면 약 148명, 3차유행 확산 수준인

 가 1.54로 지속된다면 약 736명 까지도 발생 가능
◦ 강원도와 경남권은  가 1보다 크게 나타났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주 후 각각 일일
확진자수가 약 41명과 약 78명 정도 발생 예측
◦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제주도의 경우  이 2주 후 20명 이하의 일일 확진자수 예측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 그림 11은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의 모수 추정 결과와 추정된 모수를 바탕
으로 진행된 유행 예측 결과임. 생활방역 그룹의  에 따른 4주간 유행규모를 예측하였음

그림 11 행동변화 코로나19 수리모델: 데이터 추정 결과(좌) 및 4주 유행 규모 예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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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9일 상황에서 생활방역 그룹의 행동변화 강도는  =0.21(검정색)로 추정됨.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속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조금씩 증가하여 1주 후 약 440명, 2주 후는
450명, 그리고 4주 후는 460명 정도로 예측
◦ 3차 재유행 시기( =0.27, 빨간색)의 생활방역 강도로 행동변화가 느슨해지면 4주 후 약 920
명 까지도 발생 가능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0.07, 파란색) 정도로 행동변화
가 강화되면 일일 확진자가 4주 후에 약 50명까지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은 확진자수의 증감에 따라 감수성 그룹의 사람들
이 행동변화 감수성 그룹으로 옮겨갈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1보다 크거
나 1보다 작은 경우에 SEIQR 수리모델보다 현실적인 유행예측을 가능하게 함
표 6 행동변화 코로나19 수리모델: 전국 1, 2, 4주 유행예측(3월 19일까지 데이터 활용)
일일 신규 확진자수
0.21

 0.27
1주 유행예측
2주 유행예측
4주 유행예측

(현재)

520
640
920

440
450
460

격리자수

누적 확진자수
0.21

0.07

0.27

280
160
50

98280
102310
113180

(현재)

98060
101170
107560

0.07

(유행 예측 마지막날)
0.21
0.27
0.07

97580
99090
100410

11150
11960
15290

(현재)

10950
10980
11170

10500
9240
6230

행동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2

10 3

Daily confirmed
Data fitted
75% Behavior change rate
50% Behavior change rate
25% Behavior change rate

1.5

Cases

10 3

1

Cumulative confirmed

40
30
20

0.5

10

0
20/02/16

20/03/17

0
20/04/20 20/02/16

20/03/17

20/04/20

그림 12 사회적 거리두기 속도(  )에 따른 일일 확진자수 및 누적 확진자수
◦ 사회적 거리두기 속도(  )가 감소함에 따라 총 환자수 및 일일 환자수는 급격히 증가함. 특
히 1/4 수준의 행동변화 속도를 가정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줌. 이때 누적 확진자수는 40000명까지 발생 가능함
◦ 본 시나리오에서 행동변화 그룹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 일일 확진자수는 100명 이하를 유지함

4

10 3

Cases

3
2

Daily confirmed

10 3

Cumulative confirmed

100

Data fitted
= 0.10
= 0.15
= 0.20

50

1
0
20/02/16

20/03/17

0
20/04/20 20/02/16

20/03/17

그림 13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일일 확진자수 및 누적 확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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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 행동변화 강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행동변화 그룹의 전파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즉, 가 0.2인 경우는 0.1인 경우보다 전파율이 2배 높음을 의미함
◦ 1차 유행에서 값은 약 0.067로 설정되었음. 행동변화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일 확
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0.1로 증가하여도 일일
확진자수 및 누적 확진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0.15, 0.2로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
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음. 이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
함을 보였음
◦ 행동변화 속도와 행동변화 강도를 변화시키는 두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음
표 7 행동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2020년 2월 16일 ~
2020년 4월 20일

데이터 수준

행동변화 속도 (   )

행동변화 강도 (  )

  

  

  

0.1

0.15

0.2

최대 일일 확진자수

510

666

966

1858

550

640

3725

누적 확진자수

10660

13810

20060

38600

14630

32710

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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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데이터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전략
한국형 코로나19 감염전파 매트릭스 구축
◦ 최대 우도 추정법(MLE)를 이용하여 추정된 감염전파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으며, 의료종사
자 간의 높은 감염전파율(9.55)을 관찰하였음
◦ 의료종사자 간의 감염전파율을 제외할 경우, 타 집단에 의한 의료종사자의 감염전파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음(미성년자, 성인, 70세 이상에 의한 의료종사자의 감염위험율은 각
각 0.9, 0.19, 0.17임)
◦ 또한 70세 이상 집단간의 감염위험율은 0.62이고 의료종사자에 의한 70세 이상 집단의 감염
위험율은 0.65임

그림 14 최대 우도 추정법(MLE)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 집단 간 감염전파율
◦ 의료종사자의 감염전파율이 다른 집단 대비 높아 보이지만 그림 15과 같이 인구수로 보정
하여 각 집단의 감염전파/피감염 위험을 관찰하였음
◦ 그림 15의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은 대부분의 감염전파의 주
객체인 성인 집단에서 높은 감염전파 위험이 관찰되었으며, 위험 순위는 성인, 의료종사자,
70세 이상 고연령자, 미성년자 순임
◦ 그림 15의 오른쪽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보여주며 의료종사자, 70세 이상 고연령자, 성인,
미성년자 순임
◦ 의료종사자는 가장 높은 피감염 위험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다른 그룹으로부터 감염될 확률
이 높게 나타남
◦ 미성년자의 경우 전파/피감염 위험 모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학 연기, 온
라인 수업, 학교에서의 방역 강화와 같은 정책이 반영된 결과임. 이 결과는 2009년 신종 인
플루엔자 유행 당시 추정된 감염전파 매트릭스에서 미성년간의 가장 높은 접촉을 보였던
결과와는 매우 상이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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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집단별 인구수로 보정된 집단별 감염 전파/피감염 위험 분석
집단 이질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 백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모델 시뮬레이션은 2021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정부 방역정책 구간 별 감염전파율 보정상수(  ) 추정하여 계산한 감염재생산지수 분
포는 아래와 같음
◦ 계산된 감염재생산지수는 이전의 SEIQR 형태 모델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음

그림 16 집단 이질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시기별 감염전파율 보정상수(    ) 추정
◦ 그림 17은 전체 감염자 중 각 집단 별 비중(좌)과 10만 명 당 감염자 수(우)를 분석한 그래
프임. 감염자의 각 집단별 분포는 전체 감염자 중 73.7%가 일반 성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음. 단, 10만명 당으로 환산할 경우 의료종사자의 높은 피감염 위험(10만명 당 545.9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일반 성인의 약 3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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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체 감염자 중 각 집단 별 비중(좌)과 10만 명 당 감염자 수(우)
백신접종을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및 백신접종 전략 분석
◦ 백신 효과 및 시나리오 설정은 2021년 2월 23일 자문회의를 통하여 변경되어 반영되었음
◦ 모수추정 마지막 일자(2021년 2월 25일)를 기준으로 모델결과를 100일과 180일 연장하여 백
신접종 시뮬레이션을 진행
◦ 백신우선순위는 확진자수 최소화 전략과 사망자수 최소화 전략을 고려
◦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감염재생산지수는 0.1 간격으로 0.1부터 2까지 총 20가지의 경우를
고려. 의료종사자 집단은 50만 고정 후 나머지 세 집단이 100만 dose, 150만 dose, 200만
dose씩 접종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즉, 각 시나리오의 총 접종량은 350만 dose, 500
만 dose, 650만 dose임. 또한 총량이 정해지면 일일 백신 접종량은 10만 dose와 20만 dose
두 가지를 고려하고, 백신 효율성 70%, 80%, 그리고 90%를 고려함. 즉 총 120x3=360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함
◦ 그림 18(확진자수 최소화 전략)와 그림19(사망자수 최소화 전략)는 백신효율성 및 감염재생
산지수, 총 접종량, 접종 속도에 따른 목표별 백신우선순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줌
◦ 확진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우선순위(그림 18)는 감염재생산지수의 변화에 따라서만
변화하였으며 백신 효율성이나 백신의 총 접종량에 따라서는 변화하지 않았음
◦ 확진자수 최소화를 위해서는 감염재생산지수가 0.8 이하인 경우 의료종사자를 우선으로, 0.9
이상일 경우 성인 집단을 우선으로 접종. 이는 성인 집단의 높은 감염 전파 위험과 의료종
사자 집단의 높은 피감염 위험 사이의 trade-off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됨
◦ 사망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우선순위(그림 19)는 감염재생산지수, 백신 효율성, 그리고
백신 접종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백신 접종량은 감염재생산지수의 변화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변하였음
◦ 사망자수 최소의 경우, 백신의 효과가 좋아질수록(70%에서 90%로 갈수록) 고연령 집단에
접종을 우선시 하는 범위가 넓어짐이 관찰됨
◦ 감염병 확산 상황, 즉 감염재생산지수가 약 1.2나 1.3 보다 커질 경우를 고려하면 사망자수
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감염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동일하게 성인그룹에
대한 우선 접종이 최적의 백신전략임
◦ 본 연구결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제안
하는 것이 아님. 현실 방역 정책에서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상향조정과 같은 필연적인 비약물적 중재가 적용될 것이 자명함
◦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약물적 중재를 병행하여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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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확진자수 최소화를 위한 백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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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망자수 최소화를 위한 백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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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 시작일(2021년 2월 26일) 이후로 감염재생산지수가 2월 25일
까지의 수치(1.06)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경우와 백신접종이 없는 경
우에 대해 100일(좌) 혹은 180일(우) 동안 연장하여 백신효과를 분석한 그래프임. 2월 26일
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180일 동안의 추가 확진자수가 37%까지도 감소하고, 추가 사망
자 수 또한 42% 감소함을 보임. 본 시뮬레이션에서 총 접종량은 500만 dose, 일일 접종량은
10만, 백신 효율성은 90%로 설정하였음

그림 20 백신 미접종(검정색)과 접종(파란색)을 한 경우의 추가 확진자수와 추가 사망자수의 수리
모델 결과(접종량 500만 dose, 일일 접종량 10만, 백신 효율성 90%). 왼쪽은 100일 연장, 오른쪽
은 18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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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도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모델 개발 및 시나리오 분석
◦ 코로나19 3차 유행데이터(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5일)를 근거로 재유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재확산 상황(    ), 거리두기 강화 상황(    ), 완화 상황(    )

그림 21 3차 재유행 상황에서 관측되었던 감염재생산지수를 이용한 시나리오 설정
◦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명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재확산 상황이 최소 2주부터 6
주까지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구성함
◦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재확산 상황 이후 거리두기 강화가 실시되고,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명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완화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
◦ 재확산 기간이 증가할수록 최대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최소 594명에서 최대 1488명까지 증
가함을 관찰함
◦ 경증 환자의 경우 각 시나리오별로 재확산 기간에 따라 최소 5264명에서 최대 14598명까지
증가할 수 있었으며, 중증(위증)은 각각 최소 약 365(511)여명에서 최대 1027(1437)여명까지
증가할 수 있음

그림 22 시나리오별 재유행 상황에 따른 유행 규모 및 중증도 별 유병환자 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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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나리오별 개인보호구 필요량 범위 예측
◦ 시나리오별 상세한 확산 규모 및 중증도별 유병환자 최대 수, 개인보호구 비축량 시뮬레이
션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 개인보호구 필요량은 표 8을 참고하여 수리모델 유병환자들의 수에 각 중증도별 최소 혹은
최대 개인보호구 필요량을 곱하여 범위 형태로 계산되었음
◦ 재확산 기간이 28일인 경우는 실제 3차 재유행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이며 이 경우 90일
간 개인보호구 비축량은 최소 약 250만 벌, 최대 약 2500만 벌로 예상됨
◦ 최악의 상황(재확산 기간 42일)에서는 90일 동안 최소(최대) 약 총 400만(4000만) 벌의 개인
보호구 비축량을 요구됨. 또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대 하루에 1100만 벌이 필요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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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나리오별 발생 규모 및 개인보호구 요구량 최대/최소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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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은 다학제 감염병 전문가로 수학계에서 이창형교수와 심은하교수, 그리고 감염학계
에서 백경란교수, 서유빈교수, 그리고 김탁교수 6명으로 구성하였음
◦ 2021년 2월 23일에 자문위원 6명과 질병관리청 3명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유행예측과 백신
우선순위 수리모델링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자문을 받음
-자문위원회 자문의견과 수리모델링에 반영된 사항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대부분“코로나19 백신정책 수리모델링” 위주로 수행되었음
자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논의되었고, 중요한 사항은 백신 시나리오에 반영함
§

백신접종 효과율을 우리나라 초기 사용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려해 70%만 고려했었지만,
자문회의 후 백신효과를 70%, 80%, 그리고 90%로 다양하게 고려하였음(이창형교수, 백경란교
수)

§

백신접종 이후 1주 이후에 면역이 생긴다고 가정했던 것을 2주 후에 변경함(백경란교수)

§

백신량 또한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정하여 연구 수행함(이창형교수, 심은하교수)

§

의료종사자를 제외하고 연령군을 고려하면 어떤가(서유빈교수): 본 연구는 백신 접종 초기에
대한 연구이므로 의료종사자를 넣어서 백신우선순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
다고 판단하고, 의료종사자를 고려한 연령군 백신모델링으로 연구수행

§

연령군을 나누어 접촉 매트릭스를 구하면 인구수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증상자, 보고 누락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떠한가?(심은하
교수): 인구수로 보정하여 그룹간의 접촉위험률을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무증상자 혹
은 보고누락에 대한 사항은 데이터 부재로 고려하지 않았음

§

접촉 매트릭스 추정에 대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에 맞는 접촉 매트릭스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텐데 이를 해냈다는 것에 매우 놀랍다(심은하교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1000만명 분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접종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접종하는 전략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1000만 도즈를 2개월 내에 접종하는 경우로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백경란교수): 본 연
구는 백신접종 초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총 백신량은 최대 650만명 분량을 고려하였음

§

의료 체계 유지가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서유빈교수): 현재 정부 백신전략의 목표가 사망자수 최소화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망자수 최소화를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음

§

Efficacy와 effectiveness는 다른 문제이다. 항체 효과 임상 결과에 대한 결과가 efficacy이며
effectiveness는 실제 백신 접종 후 면역을 가지는 비율이다. 두 번의 접종에서 첫 번째 접종
후 70% 가량, 두 번째 접종 후 90% 가량 효율을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여 모델링하면 좋겠다
(서유빈교수): 본 연구에서는 1번의 백신 접종을 고려하여 백신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하지만
다음 연구에서는 두 번의 백신접종을 고려할 계획임

§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라 사망자수 최소 백신우선순위 전략이 바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감
염재생산지수가 높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약물적 중재가 상향된다는 것이 빠져있음.
현실적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려움(이종구교수): 시뮬레이션 결과해석을 효과적 백신정책이 유
지되려면 백신 뿐 아니라 유행 규모에 따른 효과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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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 한국형 코로나19 유행 예측 수리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 유행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정책 효과의 과학
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리모델링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백신 정책, 의료 자원
비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코로나19 유헹 예측은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였음: SEIQR 수리모델은 정부 방역정
책 구간별 감염재생산지수 추정 그리고 단기 유행 예측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확진자수
추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속도를 수리모델로
구현하여 단기 혹은 장기 유행예측을 진행하였음.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행동변화를 고
려한 수리모델을 구현한 것은 본 연구팀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수리모델임. 이러한 행동변화
를 고려한 수리모델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3번째 코로나19 유행을 겪고 있음.

1차, 2차, 3차 유행의 감염재생산지수

(  ) 최고값은 각각 6, 2.3, 그리고 1.7 정도였고, 안정시기에 들어가면 세 유행 모두  가 1
정도를 유지하였음. 하지만 3차 유행으로 갈수록 유행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유행 규모
도 커지고 있음. 2021년 3월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300-400명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방역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첫 번째 유행에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 23일-4월 20일)를 시행하여  가 0.5
정도로 떨어지고, 2번째 유행에서도 8월 말부터 9월까지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시행하
여  을 다시 0.5 정도로 낮아졌고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  분석을 통해서 1, 2차
유행 기간 동안 정부방역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관찰함
◦ 설문조사 없이 개별 확진자 데이터 기반 최대우도추정(MLE) 수리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형 코로나19 감염전파 매트릭스를 추정하였음. 이를 토대로 집단 이질성을 고려하여 코
로나19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백신 접종 전략을 분석하였음
◦ 역학 데이터로의 MLE 적용은 설문 기반으로 추정된 접촉매트릭스 POLYMOD를 사용하여
백신 접종 전략을 분석한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 숭실대학교 연구팀과 차별화된 방법이며
실제 한국의 코로나19 유행에 더 적합함. 또한 설문의 경우는 표본의 수에 비례하여 큰 비
용지출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MLE는 컴퓨터 자원만을 요구하므로 효율적인 방법임
◦ 감염전파 접촉패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주요 국가에서 데이터가 없는 상황임. 또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한 후의 접촉패턴은 평상시의 접촉패턴과 상이하고, 감염병에 따라 접촉
패턴도 매우 다르게 나타남. 예를 들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당시와 현재 진행 중인 코
로나19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접촉패턴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였음.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접촉패턴은 미성년 그룹 내에서 제일 높게 나왔지만, 코로
나19 상황에서는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미성년 그룹 내 접촉이 낮게 나오는 것을
수리모델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별 확진자 데이터 기반 MLE 방
법을 사용한 접촉 매트릭스 구축 방법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신종감염병 혹은 감염병
에서 연령군을 고려한 감염확산 분석, 비약물적 중재 혹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와 같은 약
물적 중재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음
◦ 2021년 2월 26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의료진부터 시작하였음. 수리
모델링에서도 2월 25일까지 모델링 결과를 확장하여 2월 26일부터 100일 혹은 180일 연장
하여 사망자수 최소 혹은 확진자수 최소 백신우선순위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 당시 감염재
생산지수는 1.06 정도이며, 사망자수를 최소로 하는 수리모델링 백신우선순위는 의료종사자
-고연령자-성인-미성년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정부의 백신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과
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접종효율성, 접종량, 접종속도 그리고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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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델링 분석을 통해, 감염재생산지수가 특정 값 이상 높아지면 사망자수 최소화 그리고
확진자수 최소화 전략 모두 밀접 접촉이 많은 성인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백신전략
으로 관찰됨. 이 결과로부터 효과적인 백신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3월과 같은 상황에서는 확진자수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개인위생과 같은 비약
물적 중재를 상향 조절하며 백신정책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됨
◦ 3차유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확산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격리환자수, 사망자
수를 예측하여 의료 자원 비축량을 제시하였음. 중증도를 3단계로 나누어 격리 환자를 구분
한 수리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재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비축량을 추정하였음. 이 결과로부터
재확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 환자수와 중증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자
원 필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을 확인하여 빠른 중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2009 신종인플루엔자, 2015 메르스 그리고 2020-2021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한국형 코로나19 감염
병 수리모델링 개발과 유행예측 그리고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방역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규모 손
실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함.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신
종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선제적 수리모델링 개발과 시뮬
레이션 분석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임

- 28 -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6.1

연구성과

정책연구용역사업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예측 수리모델 개발 및 대응
정책 효과 평가
정은옥 / 건국대학교 / 수학

책임연구원
가. 정책 반영 및 정책 참조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수리모델링을 사용한 감염재생산지수 추정과 유행예측에 대
한 연구결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 질병관리청에 보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
◦ 코로나19 유행예측과 백신우선순위 연구결과는 2월 23일(화) 17:00-18:20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주제로 개최된 총리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정책
에 참조됨

‧

나. 법령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COVID-19 vaccine priority strategy 고영석
using a heterogenous transmission 이재갑

1

model

based

likelihood

on

estimation

maximum 김연주
in

Republic of Korea

the 권동혁
정은옥

집(권) 페이지

Impact 국내/ SCI
factor 국외 여부

Journal of
R o y a l 제출

국외

S o c i e t y 상태

SCI

Interface

라. 학술발표
번호
1

발표제목
수학으로 분석한 코로나
19 유행예측과 백신전략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한국연구재단
구두발표 정은옥 (NRF) 정책세미 2021.3..11
나

발표지
한국연구재
단

국내/
국제
국내

마. 지적재산권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리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우리나라 주요 감염병 과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도구라 할 수 있음

사.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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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활용계획(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책연구용역사업명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예측 수리모델 개발 및 대응
정책 효과 평가
정은옥 / 건국대학교 / 수학

※ 과제담당관 :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

·

1. [ ] 법령 제 개정

√

활용구분

4. [ ] 정책참조

2. [ ] 제도개선

3. [ ] 정책반영

5. [ ] 기타 성과

가. 정책 반영 및 정책 참조

‧

나. 법령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다. 연구논문
라. 학술발표
번호

1

발표제목
'백신의 시간' 코로나19 예방에서
접종까지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제

한국여성

과 학 과
구두발표

국내/

정은옥 사회경계 21.3.26
허물기

과학기술
단체총연

국내

학회

COVID19

2

Prediction of Transmission
Dynamics and Vaccination
Priority Strategy for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using Mathematical Modeling

pandemic
구두발표

정은옥

internatio
n

a

l

한국과학
21.3.31

기 술 한 림 국제
원

symposiu
m

한국여성

클럽하우

3

수리모델링을 통한 코로나19 분석

구두발표

정은옥 스

토크 21.4.6

쇼
COVID-19 vaccine priority

4

transmission model based on

구두발표

고영석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n

응용수학
회 봄 학

국내

한국산업
21.6.26

회

the Republic of Korea

인지원센
터

한국산업

strategy using a heterogenous

과학기술

응 용 수 학 국내
회

마. 지적재산권
바.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리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우리나라 주요 감염병 과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도구라 할 수 있음

사.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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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징
- 2019년 12월 30일 중국정부의 공식 확인을 통하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
발생에 대한 정보가 학인

- 2003년 유행한 사스와 유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확인
① 박쥐로부터 유래한 코로나바이러스 추정하고 있으며 박쥐와 사람사이의 중간숙주로는 천산
갑, 뱀 등 다양한 동물이 언급되고 있음
② WHO는 질병의 공식명칭을 COVID-19로 하기로 하였으며

ICTV에서 바이러스의 이름은

SARS-CoV-2로 하기로 하였음. 질병관리청은 공식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코로
나-19)로 명명하기로 함.
③ 전파력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가능하며 감염재생산지수(R0)는 연구마다 다르나 1.4 –
3.3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병 현황
- 코로나 확산 상황
① 2021년 3월 30일까지 전세계 127,788,01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2,794,421명의 환자가 사망.
② 한국은 총 102,5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1,729명.

그림 24. 코로나19의 전세계 발생 현황 (출처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 국내 유행의 특징
① 1차 유행은 2월부터 대구/경북의 종교집단에서 발병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형태로 유행
함.
② 2차 유행은 8월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와 지역사회 유행에 의한 유행이었음.
③ 3차 유행은 겨울로 접어드는 11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하여 하루 1000여명의 환자가 12월부
터 1웙초까지 발생하였으며 계절적 특성으로 겨울내내 유행한 후 3월말 현재 하루 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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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④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에서의 집단 발병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환자가 사망하였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 백신 접종 현황
- 2021년 4월 1일 현재 141개국 5억 9천만명이 1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 받았음.
- 현재 이스라엘은 전국민의 60%, 영국은 40%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하였
음. (그림 25)
- 국가별 접종률은 그림26의 세계지도에 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4월 1일 0시 기준으로 853,93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2,973명임.

그림 25. 국가별 인구수 대비 접종 현황

그림 26. 전세계 인구대비 백신 접종 현황(출처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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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과 사망률감소 전략
- 화이자 백신을 조기 도입하여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임
- 이스라엘은 초기 고위험군인 노령층 위주로 접종을 시작하여 연령을 낮추면서 접종을 확대하
고 있음.
- 초기 접종을 시행한 596,618명에 대한 백신 접종효과는 유증상 감염 예방은 92%였으며 입원
감소효과 74%, 중증 질환 감소효과는 87%, 사망감소효과는 84%였음.(그림 27)
- 초기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접종을 시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망자 감소효과는 고령자에서
의 사망자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27.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효과 (출처 :DOI: 10.1056/NEJMoa2101765)
- 영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부터 접종하여 현재 연령을 낮추면서 접종을 확
대하고 있음.
- 2021년 2월까지 65세이상의 1차 접종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입원 감소 효과와 사망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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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영국의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후 입원 감소효과 (2021년 2월까지
자료, 출처: PHE monitoring of the early impact and effectiveness of
COVID-19 vaccination in England, feb, 2021)

그림 29. 영국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망률 감소 (출처 : PHE
monitoring of the early impact and effectiveness of COVID-19 vaccination
in England, feb, 2021)
- 영국과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전략처럼 고위험군에서 우선 접종을 시작하면 사망률의 감소를
먼저 볼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인구대비 접종수가 늘어나면 코로나19의
유행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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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9.1 연구비 사용 내역(작성일까지 사용내역 작성)

비목

금액(원)

구분
ㅇ

책

인

임

연
연

건

연

비

구

구
구

ㅇ

보

조

경

소

계

산

처

시 약

및

연 구

68.07%

1명)

12,918,920

33.85%

원

(총

1명)

6,438,936

16.87%

원

(총

2명)

6,621,864

17.35%

계

4,730,500

15.81%

비

0

0%

비

340,000

0.89%

리

비

1,014,000

2.66%

재 료

비

0

0%

소

물

전

25,979,720

(총

비

인

비고

원

여
유

구성비

용

회

의

비

4,366,500

11.44%

임

차

료

0

0%

비

0

0%

교

통

통

신

위

탁

정

산

수

수

료

314,000

0.82%

연

구

활

동

비

(5.00)%

661,422

1.73%

부

가

가

치

세

(6.00)%

3,434,263

8.99%

일

반

(10)%

2,058,310

5.39%

ㅇ

관

리

비

계

38,16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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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구분담표
인건비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분담 내용

지급
여부

참여율
(%)

책임연구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계

건국대학
교

한림의대

교수 정은옥

부교
수

건국대학 대학
교

원생

건국대학 대학
교

원생

여

이재갑

남

고영석

남

이종민

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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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연구 총괄
연구결과 정책 적용
분석
수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행정업무 및
연구비관리
수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O

38

O

24

O

23

O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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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첨부서류
<MATLAB 프로그램 코드>
clear; close all; clc
global kappa alpha gamma f diffpoints state_ini dt
kappa = 1/2.1

; % progression rate

alpha = 1/6

; % isolation rate

gamma = 1/25
f

; % recovery rate

= 1.69/100

; % fatal rate

dt =1;
setting = 'total' ;
extday = 7;
load(['data_inci_',setting]);
diffpoints

=

[datenum(2020,2,16);datenum(2020,2,23);datenum(2020,2,29);datenum(2020,3,22);datenum(2020,4,20);datenum(2020,5,06);da
tenum(2020,5,21);datenum(2020,6,21);datenum(2020,7,5);datenum(2020,7,19);datenum(2020,8,2);datenum(2020,8,16);datenu
m(2020,8,23);datenum(2020,8,30);datenum(2020,9,13);datenum(2020,10,12);datenum(2020,11,4);datenum(2020,11,24);datenu
m(2020,12,8);datenum(2020,12,23);datenum(2021,1,18);datenum(2021,2,15);datenum(2021,4,02)]';
finaldatenum = datenum([2020 02 16]) + length(inci)-1; % 이건 데이터의 마지막 날짜 찾는거
inidatenum = datenum([2020 02 16]);
tray = inidatenum:dt:(finaldatenum); % 날짜 datenum array 만들기!
% 모델 initial conditon
if string(setting) == string('total')
state_ini = [51844356, 53/kappa, 53, 1, 0, 1];
else
state_ini = [25957273,6/kappa,6,1,0,1];
end
%% 베타 추정하기
if string(setting) == string('total')
ini = 0.2 + zeros(1,length(diffpoints)-1);
ub = 10*ini;
lb = 0*ini;
ini = [6.41,
1.71,

1.28,

1.75,

1.27,

0.43,

0.52,

0.95,

1.4,

1.1,

1,

1,

1,

2.3,

1.7,

0.5,

0.5,

0.9,

1.13,

0.72, 0.98, 1.03]*alpha

else
ini = 0.2 + zeros(1,length(diffpoints)-1);
ub = 10*ini;
lb =

0*ini;

ini = [3.06,

3.02,

1.02,

1.54,

1.23,

0.67, 1.05, 1.01]*alpha

1.41,

0.8,

1.02,

1.3,

1.1,

0.74,

0.87,

1.02,

2.7,

1.7,

0.5,

0.5,

0.9,

end
options=optimset('Display','iter','MaxIter',1.e4,'TolFun',1e-6,'TolX',1e-6);
[beta,resnorm,residual,exitflag,output,lambda,jacobian] =lsqcurvefit(@func_ftemp,ini,tray,cumsum(inci),lb,ub,options);
save(['fitresult_',setting,'_',datestr(datetime,'yy_mm_dd')],'beta')
%%
[~,Y]=ode45(@func_covidODEs_variablebeta,tray,state_ini,[],beta);
S = Y(:,1);
E = Y(:,2);
I = Y(:,3);
Q = Y(:,4);
R = Y(:,5);
modelcuminci = 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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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unction output=func_ftemp(x,tray)
global state_ini dt
[~,Y]=ode45(@func_covidODEs_variablebeta,tray,state_ini,[],x);
output = Y(1:1/dt:end,end);

function dy=func_covidODEs_variablebeta(t,y,beta)
global kappa alpha gamma f diffpoints
targetbetaidx = length(diffpoints(t - diffpoints >= 0));
if targetbetaidx == length(diffpoints)
targetbetaidx = length(diffpoints)-1;
end
beta = beta(targetbetaidx);
S = y(1);
E = y(2);
I = y(3);
Q = y(4);
% R = y(5);
N = sum(y(1:5));
dSdt

= -beta*I*S/N;

dEdt

= beta*I*S/N

dIdt

= kappa*E - alpha*I;

- kappa*E;

dQdt

= alpha*I - gamma*Q;

dRdt

= (1-f)*gamma*Q;

dCumincidt = alpha*I;
dy = [dSdt; dEdt; dIdt; dQdt; dRdt; dCuminc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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