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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서아프리카 EVD 유행의 수리모델 

의료진과 지역사회 환자의 감염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를 의료종사자(healthcare 

worker; HCW) 집단과 일반 지역사회(community; C) 집단으로 나누었다. 의료종사자와 일반 

지역사회 인구를 각각 감수성자(Susceptible; S), 잠복기 환자(Exposed; E), 감염자(Infectious; I), 

내원환자(Hospitalized; J), 회복자(Recovered; R), 그리고, 사망자(Funeral; F)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은 EVD 전파의 감염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Flowchart of EVD model of 2014 Wester Africa EVD epidemic 

 

  



𝛽𝛽는 각 감염 전파율이며 아래첨자는 감염원과 피감염원을 순서대로 나타낸다. 감염이 된 환자는 

잠복기를 거친 이후 증상이 나타난 감염자가 된다. 감염자는 입원하지 않고 회복( 𝛾𝛾𝑖𝑖 )하거나 

사망(𝑓𝑓)할 수 있으며, 입원(𝛾𝛾ℎ)을 한 뒤에도 회복(𝛾𝛾𝑖𝑖ℎ )하거나 사망(𝛾𝛾𝑑𝑑ℎ)할 수 있다. 지역사회 집단과 

의료종사자 집단의 회복률과 사망률, 입원률은 모두 다르므로 아래첨자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장례문화의 전파를 고려하여 사망을 한 사람은 장례절차(𝛾𝛾𝐹𝐹 )를 거치는 동안 감염을 전파시킨다. 

WHO 의 중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특정 시점( 𝜏𝜏 ) 이후로 전파율( 𝛽𝛽 )이 감소하며 환자에 의한 

전파율(𝛽𝛽𝐶𝐶𝐶𝐶 ,𝛽𝛽𝐻𝐻𝐶𝐶 ,𝛽𝛽𝐻𝐻𝐻𝐻 ,𝛽𝛽𝐻𝐻𝐶𝐶 ,𝛽𝛽𝐽𝐽𝐶𝐶 ,𝛽𝛽𝐽𝐽𝐻𝐻)과 사망자에 의한 전파율(𝛽𝛽𝐹𝐹𝐶𝐶 ,𝛽𝛽𝐹𝐹𝐻𝐻)이 각자 다른 비율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가정하였다 [1, 2, 3]. 수리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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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와 비의료종사자의 개인위생수준의 차이, 병원과 지역사회의 위생환경 차이로 인한 

EVD 의 감염 전파율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파율 감소 모수 𝒑𝒑𝟏𝟏,𝒑𝒑𝟐𝟐 를 고려하였다 (𝟎𝟎 < 𝒑𝒑𝟏𝟏,𝒑𝒑𝟐𝟐 <

𝟏𝟏 ). 감염 전파 감소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의료종사자의 경우 EVD 전파 예방 

교육( 𝒑𝒑𝟏𝟏 )으로 인해 병원 밖에서도 EVD 전파율이 낮다. 둘째, 의료종사자가 비의료종사자에게 

EVD 를 전파하는 전파율은 비의료종사자가 의료종사자에게 EVD 를 전파하는 전파과 같다고 

가정한다. 셋째, 비의료종사자의 병원내 전파율은 지역사회에서의 전파율보다 낮은 전파율(𝒑𝒑𝟐𝟐 )을 

가진다. 교육효과로 감염전파가 100% 차단되면 𝒑𝒑𝟏𝟏,𝟐𝟐 = 𝟎𝟎 , 교육효과가 전혀 없다면 𝒑𝒑𝟏𝟏,𝟐𝟐 = 𝟏𝟏로 

정의하였다.  

  



모델의 전파율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𝛽𝛽𝐶𝐶𝐶𝐶 = 𝛽𝛽𝐼𝐼 , 

𝛽𝛽𝐶𝐶𝐻𝐻 = 𝛽𝛽𝐻𝐻𝐶𝐶 = 𝑝𝑝1𝛽𝛽𝐼𝐼 , 

𝛽𝛽𝐽𝐽𝐶𝐶 = 𝑝𝑝2𝛽𝛽𝐼𝐼 , 

𝛽𝛽𝐽𝐽𝐻𝐻 = 𝛽𝛽𝐽𝐽, 

𝛽𝛽𝐹𝐹𝐶𝐶 = 𝛽𝛽𝐹𝐹 , 

𝛽𝛽𝐹𝐹𝐻𝐻 = 𝑝𝑝1𝛽𝛽𝐹𝐹 . 

본 가정에 사용된 전파율 감소 모수 𝒑𝒑𝟏𝟏 , 𝒑𝒑𝟐𝟐는 PRCC 방법을 통해 모델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2. 2014년 시에라리온 데이터를 이용한 EVD 전파율 추정 

데이터는 2014 년 서아프리카 EVD 유행 중 시에라리온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MATLAB 의 

lsqcurvefit 을 이용하여 시에라리온 EVD 유행의 주간 누적 환자수 데이터와 모델에서의 해당 

날짜에서의 누적 환자수 결과의 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수들은 Table 

1 에 표기되어 있으며 모델로부터 추정된 누적 환자수 곡선과 실제 데이터는 Figure 2 에 

도식되었다.  

 

Figure 2 Parameter estimation results. The red squares indicate the cumulative number of 

EVD incidence during the 2014 EVD epidemic in Sierra Leone and black solid curve indicate 

fitted curve. Left graph and right graph display data-fitted results of community and HCW 

cases, respectively. Day 0 indicates the time when the first death case reported, May 26 

2014, and day 350 is the time when the last case reported, May 11 2015.  

  



Table 1 2014 Western Africa EVD epidemic model parameters 

Symbol Description Value Reference 

𝛽𝛽𝐼𝐼 Transmission rate of infectious individuals 0.1352 Data-fitting 

𝛽𝛽𝐽𝐽 Transmission rate of hospitalized to HCW 45.5512 Data-fitting 

𝛽𝛽𝐹𝐹  Transmission rate of funeral 0.1434 Data-fitting 

𝑝𝑝1 Transmission reduction rate by HCW education 0.6 Assumed 

𝑝𝑝2 Transmission reduction rate by hospitalization 0.3 Assumed 

𝑘𝑘𝐼𝐼 Transmission reduction rate by WHO intervention 0.0126 Data-fitting 

𝑘𝑘𝐹𝐹  Transmission reduction rate by WHO safe burial intervention 0.0010 Data-fitting 

𝜏𝜏 Behavior change timing after outbreak 150 [2] 

1/𝜅𝜅 Incubation period 11 days [4] 

1/𝛾𝛾ℎ Period from onset to hospitalization 4 days [5, 6] 

1/𝛾𝛾𝑖𝑖  Period from onset to recovered 10 days [5, 6] 

1/𝛾𝛾𝑑𝑑  Period from onset to death 9.6 days [5, 6] 

1/𝛾𝛾𝑖𝑖ℎ  Period from hospitalization to recovered 5 days [5, 6] 

1/𝛾𝛾𝑑𝑑ℎ Period from hospitalization to death 5 days [5, 6] 

1/𝛾𝛾𝐹𝐹  Period from death to burial 4 days [7] 

𝜃𝜃𝐶𝐶  Probability of community to be hospitalized 0.62 [8] 

𝜃𝜃𝐻𝐻 Probability of HCW to be hospitalized 0.69 [8] 

𝑓𝑓𝐶𝐶  Fatality rate of not hospitalized community   0.84 [8] 

𝑓𝑓𝐻𝐻 Fatality rate of not hospitalized HCW 0.69 [8] 

𝑓𝑓𝐶𝐶ℎ Fatality rate of hospitalized community  0.57 [8] 

𝑓𝑓𝐻𝐻ℎ Fatality rate of hospitalized HCW 0.66 [8] 

𝑆𝑆𝐶𝐶(0) Number of susceptible community 7079000 [9] 

𝑆𝑆𝐻𝐻(0) Number of susceptible HCW 2000 [10] 



모델과 데이터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는 비의료종사자에 대해선 130.3058, 

의료종사자에 대해선 45.4274 로 계산되었다. 시에라리온 EVD 유행 데이터 중 의료종사자 

감염환자 데이터는 day 200 근처에서 급격히 늘며 누계 데이터임에도 감소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현재 단순한 형태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는 당시 

미보고 환자의 보고 혹은 데이터 집계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급격한 환자 발생일 수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전파율 감소 모수(𝒑𝒑𝟏𝟏, 𝒑𝒑𝟐𝟐)의 민감도 분석 

전파율의 단순화를 위해 가정한 교육 및 입원에 의한 전파 변화율(𝑝𝑝1 , 𝑝𝑝2 )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를 총 발생 환자수로 설정하고 편순위상관계수방법(partial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RCC)를 이용하여 모수 변화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11]. 분석 

결과는 Table 2 에 기술되었으며 두 전파 감소율 모두 비슷한 값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며 

교육 및 입원에 의한 효과가 적을수록, 즉 𝑝𝑝1 , 𝑝𝑝2  값이 클수록, 총 발생 환자수는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PRCC of parameters and p-value 

 

  

Parameter PRCC p-value 
𝑝𝑝1 0.2647 <10−3 
𝑝𝑝2 0.28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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