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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5회 이상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발병원인 등이 다양하여 초기 발병지역 이후 그 확산 범위나 다음 확산지역을 예측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법정 발병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하여 국내 발병지역간의 연관성규칙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서 론

2003년 겨울,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현재까지 총 5회 이상 HPAI가 국내에서 발병

하여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1]. 2014년 초, 5번째

발생한 HPAI는 역대 최장기간, 최다지역, 최대 피해규모를 기록하였

다[2]. HPAI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발병원인 등이 다양하여 초기 발

병지역 이후 그 확산 범위나 확산지역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라도 질병확산 지역

들을 미리 예측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HPAI 확산예측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5]. 이러한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영우 등[3]은 공공정

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원인 인자기반 중첩분석을 수행하여 HPAI

발병위험도를 도출하였다. Seo 등[4]은 HPAI의 공기 중 확산을 예측

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모

델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Lee 등[5]은 2008년 국내의 HPAI 발병데이

터를 사용하여 HPAI 확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심성 지표를 분석

함으로써 고위험도 주요 노드(농장)을 식별하였다. 반면 빅데이터 시

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HPAI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데

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공공데

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2]에서 제공하는 법정가축

전염병 발병 DB를 기반으로 데이터마이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중 하나인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 Mining)기법을 이용하

여 HPAI 발병지역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을 기점으로 HPAI 발병 지역 간 연관성이 높은 지역들을

미리 예측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고위험도 발병지

역에 조기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HPAI 발병지역 연관성 분석 모델

2.1 HPAI 발병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2]에서 제공하는 2003년 12

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HPAI 발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발생년

도 2003/04, 2006/07, 2008, 2010/11, 2014/15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HPAI 발병지역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선택한 속성은 시간차원의 진

단일, 지역차원의 농장소재지 주소(시/도-구/군-읍/면-리)이다. 국내

HPAI의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

한 요약은 표 1과 같으며 발생연도, 발생건수, 첫 발생지, 발생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국내에서는 HPAI가 대체적으로 겨울철

에 발병하고 전북 지역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마다 발생 지역이 많아지고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

세이다.

(표 1) HPAI 발생 현황

발생연도 (시작계절) 발생건수 최초 발생지 발생지역

2003/2004 (겨울) 19건 충북 음성군 10개 시.군

2006/2007 (겨울) 7건 전북 익산시 5개 시.군

2008 (봄) 33건 전북 김제시 19개 시.군

2010/2011 (겨울) 52건 전북 익산시 25개 시.군

2014/2015 (겨울) 361건 전북 고창군 56개 시.군

수집된 5회의 HPAI 발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시군별 발병 점유

율을 국내 지도에 표기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지도에서 크게 4개

전파지역, 즉 경기도+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로 나눌 수

있다. 경기도+충청도에서는 음성군, 안성시, 천안시 순으로, 전라북도

에서는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순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영암군, 나주

시 순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경주시, 양산시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1) 국내 HPAI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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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PAI 발병지역 연관성 분석

HPAI 발병지역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마이닝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기법중 하나인 연관성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연관성 분석

은 대용량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흥미롭고 유용한 패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관성 분석은 우선 빈발패턴을 찾은 후 각각의 항목

간의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찾는다. 기본적으로 연관성분석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하여 연관성의 유무를 판단한다[6].

본 연구에서는 Apriori 알고리즘[6]을 기반으로 하는 R의 arules 패

키지[7]를 이용한다. arules 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관규칙을 분석하기

위해서 aruels 패키지가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 즉 트랜잭션 클래스로

변환해야 한다. 먼저 발병연도들을 하나의 트랜잭션ID로 변환하고,

HPAI 발병지역을 아이템으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arules 패키지가 제

공하는 apriori() 함수를 이용하여 연관 규칙을 생성하고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를 조절하여 필요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3. HPAI 발병지역 연관성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R의 arules 패키지[7]를 이용하여 HPAI 발병지역

간의 연관성 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에서 조건(최소지지

도 ≥ 0.4 , 최소신뢰도 = 1)을 만족하는 결과들을 추출 한 후, 특정

지역 기준으로 연관성 규칙을 정리 하였다. 표 2는 2014년 HPAI 최

초발생지인 고창군을 기준으로 얻은 결과이며, 그림 1에서 확인된 전

파지역과 이웃지역들을 고려한 결과이다. 질병전파에 있어서 이웃지

역이 위험한 것은 자명함으로 본 실험 결과에서는 이웃지역으로의 전

파결과는 다루지 않았다.

(표 2) HPAI 연관성 규칙의 부분 결과

Index 연관성 규칙의 부분 결과

1 전북.고창↔전북.익산 

2 전북.고창↔전남.나주 | 전남.영암군

3 전북.고창↔충남.아산 | 충북.천안

4 전북.고창↔경기.안성 | 경기.화성 | 경기도.평택 | 경기.이천 

5 전북.고창↔경남.양산 

표 2는 전북 고창군과 연관성이 높은 시군을 표현하고 있다. 즉 전

라북도 고창군에서 HPAI가 발병했을 경우, 전라북도의 익산에서, 전

라남도에서는 나주시와 영암군에서, 충청도에서는 아산시와 천안시에

서,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와 이천시에서, 경상남도 지

역에서는 양산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결국 전북 고창군에서 HPAI가 최초 발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해당 확산지역들을 위험지역 후보군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는 전북 고창군 기준의 연관성 지역들을 지도에 표기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HPAI 법정 발병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관성규칙을 찾는 Apriori 알고리즘을 적용한 R의 arules 패키지를

이용하여 HPAI 발병지역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

여 전북 고창군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HPAI의 발생 및 확산 지역들을 실험적으로 예측 할 수 있었다.

결국, 사전에 잠재적인 고험위도 발병지역들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연관성 규칙에 주기적인 혹은 특정기간의 개념을 추

가하여 보다 다양한 목적의 HPAI 발병지역간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

할 계획이다.

(그림 2 ) HPAI 발병지역 연관성 규칙을 표기한 지도

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BK 21 Plus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R1D1A3A01018731)

참 고 문 헌

[1] 편집자. "국내 HPAI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월간양계, 2014. 2월호.

[2] http://kahis.go.kr/home/lkntscrinfo/selectLkntsOccrrncList.do

[3] 전영우, 이소희, 구신회, 김성삼, 박영진. “공공데이터 기반 조류인플루

엔자 발생지역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논문집』,

2015.5. pp.143-144.

[4] Seo, I.-H., I.-B. Lee, O.-K. Moon, N.-S. Jung, H.-J. Lee, S.-W.

Hong, K.-S. Kwon, and J. P. Bitog, “Prediction of the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using a multifactor network: Part 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s of airborne dispersion", Biosystems Engineering. Vol.121,

2014. pp.160-176.

[5] Lee, H.-J., K. Suh, N.-S. Jung, I.-B. Lee, I.-H. Seo, O.-K. Moon,

J.-J. Lee, “Prediction of the spread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using a multifactor network: Part 2–Comprehensive network analysis

with direct/indirect infection route", Biosystems Engineering. Vol.118,

2014. pp.115-127.

[6] Han, J., M. Kamber, J. Pei,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3rd Edition, 2011.

[7]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arule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