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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리모델링 및 감염 전파 양상 예측 1 

Prediction of COVID19 transmission dynamics using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2 

behavior changes 3 

 4 

Abstract 5 

목적(Objectives):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6 

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7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파악하고 확산 규모와 종료 시점을 예측하고자 한다.  8 

방법(Methods): 행동변화를 고려한 감염전파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9 

증-19유행을 모델링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 국내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국과 10 

대구·경북지역의 감염전파율과 행동변화 모수를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였다. 11 

결과(Results):  감염환자 1명당 감염전파 환자수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약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12 

되었다.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총 유행 규모와 종료시점을 예측한 결과 전국적으로 6월 중순까지 13 

약 13,800명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약 11,4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결론(Conclusion):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당 감염전파율과 낮은 행동변화율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규모 전파확산을 초래하였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5월까지 환자 발16 

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약물적 중재가 필요하다.  17 

중심단어(Key words)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 행동변화(Behavior 19 

change),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 모델 예측(Model prediction)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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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bbreviation 22 

S: Susceptible 23 

SF: Behavior changed susceptible 24 

E: Exposed 25 

I: Infectious 26 

Q: Isolated 27 

R: Recovered 28 

KCDC: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9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30 



3 

 

Introduction 3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 1월 이는 새로운 코로나 32 

바이러스에 인한 환자 발생임이 파악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를 거점으로 중국 전역으로 33 

전파되었다. 1월 13일 중국 외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전34 

파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35 

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였다(1). WHO 상황보고서에 따르36 

면 현재까지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비롯하여 총 53개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37 

내 80,859명, 이외국가에서 24,727명이 발생하였다 (2020년 3월 8일 기준)(2).  38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환자 발생 이후 3월 9일 현재까지 유39 

행이 지속되고 있다. 2월 18일 이전까지 대부분의 확진환자가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확진환자의 밀접40 

접촉자 중심으로 유행이 전파된 것에 반해 2월 18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는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41 

등에서의 집단발생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월 23일부42 

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 정책과 43 

더불어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 전략을 병행한다고 선언했다(3).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정44 

책으로 밀접접촉자 추적 및 관리와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45 

distancing), 개인위생제고 등을 통하여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6 

47 
Figure 1는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정부의 비약물적 중재전략을 나타48 

낸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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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Figure 1 Timeline of COVID-19 epidemic 51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18일부터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을 적52 

용하여 감염전파율을 추정하고, 유행의 규모, 종료시점, 최대 격리자수를 예측하였다. 전국에서 지속53 

적으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환자수가 전국환자수의 약 90%을 차지하고 있으며 54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대구·경북지역 평균 132.96명(대구 232.42, 경북 41.95)으로 전국평균인 55 

14.49보다 9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 (2020년 3월 10일 기준)(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전파확산 수리모델링과 대구·경북 지역내에서의 수리모델링을 진행57 

하였다. 수리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 58 

전파양상을 파악하고 전국단위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역학적 모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험도를 산59 

출하였다. 60 

Materials and methods 61 

Data 62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일일 보도자료(5)를 사용하였으며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3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일일 확진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는 09시 64 

기준 일일 확진자 데이터, 3월 2일부터는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최초 보고된 65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환자수를 산정하였다. 전체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0년 2월 66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였다(6).  67 

 68 

Mathematical model 6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산 수리모델링을 위하여 SEIR 모델을 기반으로, 병원 격리 그룹70 

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전파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변화 그룹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71 

였다. 감수성군의 행동변화는 Perra가 발표한 논문에서 유병환자 기준 행동변화 양상(Global, 72 

prevalence-based spread of the fear of the disease)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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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체 인구(𝑁)는 감수성군(𝑆), 행동변화 감수성군(𝑆𝐹), 바이러스 노출군(𝐸), 감염환자군(𝐼), 병원격리74 

군(𝑄), 그리고 회복군(𝑅)으로 구성된다. Figure 2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전파 흐름도를 나75 

타낸다.  76 

 77 

 Figure 2 Flow diagram of COVID19 transmission dynamics 78 

 79 

본 연구에서는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수성 인구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인지 또는 80 

공포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제고, 대규모 집회나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81 

통해 행동 변화 감수성 군으로 이동한다. 행동변화가 진행되지 않은 일반 감수성군(𝑆)과 행동변화가 82 

진행된 감수성군(𝑆𝐹) 모두 감염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행동변화 감수성 83 

군의 경우 전파감염확률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감염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84 

사람들은 바이러스 노출군(𝐸)으로 이동하고 바이러스 잠복기간을 거쳐 증상이 발현(𝐼)된다. 증상발현 85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확진 및 격리(𝑄)가 진행되고 회복기간을 거쳐 회복군(𝑅)으로 이동한다. 본 86 

연구에서는 확진과 동시에 병원격리가 되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8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전파 수리모델은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8 

 89 

𝑑𝑆

𝑑𝑡
= −𝛽

𝐼

𝑁
𝑆 − 𝛽𝐹(1 − 𝑒−𝜏𝑄)𝑆, 

𝑑𝑆𝐹
𝑑𝑡

= 𝛽𝐹(1 − 𝑒−𝜏𝑄)𝑆 − 𝛿𝛽
𝐼

𝑁
𝑆𝐹 , 

𝑑𝐸

𝑑𝑡
= 𝛽

𝐼

𝑁
𝑆 + 𝛿𝛽

𝐼

𝑁
𝑆𝐹 − 𝜅𝐸, 

𝑑𝐼

𝑑𝑡
= 𝜅𝐸 − 𝛼𝐼, 

𝑑𝑄

𝑑𝑡
= 𝛼𝐼 − 𝛾𝑄, 

𝑑𝑅

𝑑𝑡
= 𝛾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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𝑁 = 𝑆 + 𝑆𝐹 + 𝐸 + 𝐼 + 𝑄 + 𝑅.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질병관리본부 2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참고하여 4.1일(8), 증상발현부터 확진 및 90 

격리까지의 평균 기간은 4일(9)로 설정하였다. 병원격리 후 회복까지의 기간은 2월 19일까지 보고된 91 

확진자 세부데이터를 이용하여 퇴원환자 16명의 평균인 14일로 설정하였다. 사망률의 경우 현재 92 

시점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1은 모델에서 93 

사용된 모수의 정의와 값을 나타낸다. 모델의 초깃값은 2월 18일 확진된 31번 확진자를 𝑄(0)로 94 

설정하였다. 95 

 96 

Results 97 

감염전파율과 감수성군에서 행동변화 감수성군으로 옮겨가는 비율의 추정은 누적 확진자수 98 

데이터와 모델 결과의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제곱법(least squares fitting) 방법을 99 

사용하였다. 전국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정된 이들 모수 값은 Table 1에 있다. Table 1 100 

Parameter description and values 101 

Symbol Description 

Value 

Reference 
Nationwide 

Daegu, 

Gyeongbuk 

𝛽 The transmission rate of COVID-19 disease 7.0591 6.1841 Data-fitted 

𝛽𝐹 
The transmission rate of the awareness/fear of 

the disease 
4.8106 4.0850 Data-fitted 

1/𝜏 
The characteristic number of confirmed 

individuals reported by the news 
1000 Assumed 

𝛿 
The transmission reduction ratio of behavioral 

changed individuals 
0.02 Assumed 

𝜅 Progression rate 1/4.1 (8) 

𝛼 Isolation rate 1/4 (9) 

𝛾 Recovery rate 1/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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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103 
Figure 3는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좌)과 대구·경북(우) 확진자 데이터(동그라미)와 모델 104 

그래프(실선)를 보여준다. 위의 두 그림은 누적 확진자수를 나타내며 아래의 두 그림은 일일 105 

신환자수를 나타낸다. 106 

 107 

Table 1 Parameter description and values 108 

Symbol Description 

Value 

Reference 
Nationwide 

Daegu, 

Gyeongbuk 

𝛽 The transmission rate of COVID-19 disease 7.0591 6.1841 Data-fitted 

𝛽𝐹 
The transmission rate of the awareness/fear of 

the disease 
4.8106 4.0850 Data-fitted 

1/𝜏 
The characteristic number of confirmed 

individuals reported by the news 
1000 Assumed 

𝛿 
The transmission reduction ratio of behavioral 

changed individuals 
0.02 Assumed 

𝜅 Progression rate 1/4.1 (8) 

𝛼 Isolation rate 1/4 (9) 

𝛾 Recovery rate 1/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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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110 
Figure 3 Datafit results 111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종료시점과 총 환자수를 예측한 결과는 112 

다음과 같다. 유행종료시점은 일일발생환자 예측치가 1명 미만인 날로 정의하였다.  113 

 114 

Figure 4의 왼쪽 그래프는 시간 별 누적 확진자수를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시간 별 격리환자수를 115 

나타낸다. 검은색 실선은 전국, 빨간색 파선은 대구경북지역 예측치를 나타낸다.  116 

 1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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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del prediction using estimated parameters 119 

모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3,8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마지막 환자 발생일은 6월 120 

14일이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5월 27일까지 약 11,4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행 121 

종료시점에서 대구·경북지역 환자의 비율은 82.70%이다. 10만명당 누적 확진자수는 전국 26.49명, 122 

대구·경북지역 224.64으로 계산된다. 격리환자의 경우 전국과 대구·경북지역 모두 3월 11일에 최고 123 

격리환자수를 지나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델을 통해 산출된 최고 격리환자수의 124 

경우 전국적으로 4,625명이 예측되며 그 중 대구·경북지역은 4,167명이다.  125 

 126 

Table 2 Model prediction 127 

Region 

Maximum 

isolated 

individuals 

Date of 

maximum 

isolated 

individuals 

Final size of 

epidemic 

Final incidence 

rate per 

100,000 

The end of 

outbreak 

Nationwide 4,625 March 11, 2020 13,830* 26.49 June 14, 2020 

Daegu, 

Gyeongbuk 
4,167 March 11, 2020 11,438* 224.64 May 27, 2020 

* Except 30 cases before February 18, 2020 128 

 129 

Discussion 130 

대구·경북지역 환자들과 전국 환자들의 증상발현부터 격리까지의 기간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131 

인구를 고려한 감염전파율(𝛽/𝑁)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1명의 감염환자가 1.3616e-7명을 감염시킨 132 

것 반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2145e-6명으로 대구·경북지역이 8.9배 이상 높게 추정된다.대구·경북133 

지역 행동변화 전파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134 

유행 초반기의 경우 증상발현부터 격리까지의 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되었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135 

적극적인 밀접접촉자 수색 및 검사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발현 1-2일 내에 확진, 격리된다. 하지136 

만 여전히 증상발현 후 5일 이상 지역사회에 감염전파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어, 본 모델에137 

서는 증상발현부터 격리까지의 기간을 평균 4일로 정하였다. 행동 변화 그룹의 전파감소율이 모델 결138 

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전파감소율 연구가 진139 

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인원과 개학 연기를 고려하여 전파율이 약 1/50 이상 140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모델에서 모수 𝛿가 감소하면 총 확진자수는 감소하고 유행기간은 짧아141 

진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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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수성 인구의 행동변화가 일어난 후의 감수성 그룹은 낮은 감염전파율을 유지한다고 143 

가정하였다. 하지만 3월 24일 이후 개학으로 인해 접촉자수 증가, 환자수 감소에 따른 행동변화 그룹144 

의 유행 인지 둔감화는 미 확진 감염자로 인한 또 다른 집단 발생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145 

본 모델에서는 환자가 확진과 동시에 격리가 되어 더 이상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146 

으므로 회복기간과 사망률은 총 환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격리 환자수 및 필요 병상 개수 산정147 

에만 영향을 미친다. 회복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일 격리 환자수는 증가하고 사망률이 증가할수록 일일 148 

격리 환자수는 감소한다.  149 

Conclusion 1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대규모 집단발생이 특징적이다. 지역내에서의 대151 

규모 유행은 해당지역 의료시설의 수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확진 환자들이 의료시설이 수용되지 못152 

하고 자가격리 중에 또 다른 환자를 발생시켰다. 모델링을 통한 시간별 격리환자수 예측을 통해 필요 153 

병상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54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유행이 일어났지만, 수리모델링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대155 

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도 약 1,0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6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정책으로 초중고 개학연기, 대규모 집회자제 등 강력한 비약물적 제재가 동반157 

되고 있다. 유행이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약물적 중158 

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학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159 

등 개인위생을 더욱 더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밀접접촉 차단 및 빠른 의료기관 내원을 권장, 그160 

리고 증상발현부터 격리기간의 단축 등의 적극적 중재전략이 필수적이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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