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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영국, 독감 확산 속도 예측을 위한 “시민 참여 실험” 프로젝트 진행 

 케임브리지대학과 런던 위생 및 열대의학 대학원은 약 3 만 명의 실험 참여자 데이터를 기

반으로 영국의 독감 유행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음 

 인플루엔자의 유행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전세계 전문가들은 언제 치명적인 독감 유행이 발

생할 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시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독감이라

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이런 배경 하에 영국에서는 인플루엔자의 유행 속도를 예측하는 “시민참여 실험(citizen science 

experiment)”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최근 감염 의학 전문 저널인 „에피데믹(Epidemic)‟

에 게재되었음 

 약 3만 명의 시민 참여로 모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델링 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약 

65%인 4,300만 명이 독감에 감염 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 중 88만 6,000명이 사망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시민 참여 실험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모델의 예측은 놀라

울 정도로 제한적이고 기존 연구에서는 작은 인구 샘플 밖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일 이동·교류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서 사람으

로 감염되어 확산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델이 필수적이며, 독감 유행의 예측은 

모델링의 품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함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게 하여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고 

매일 어떤 상대를 만나는지 기록하게 했으며, 영국의 전염병 유행 연구와 관련하여 최대의 

데이터 세트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최신 ICT 이슈 

3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연구팀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인플루

엔자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가시화 한 도표에 따르면 늦춰 잡아도 14 

주면 영국 전역에 독감이 만연할 수 있

음 

 연구팀은 실험 연구 참가자 모집이 성공

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

터와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게 되

었고, 이번 조사로 수집된 데이터 세트가 

인간의 움직임과 접촉 패턴을 모델링 할 

때 골든 스탠더드(황금률)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음 

 연구 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 되어 전세계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인간의 움직임과 접촉 패턴에 대한 연구는 2018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영국 거주자라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종료 후 익명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독감 확산

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질병의 감염 

확대를 추정하는 데에도 이번에 축적한 데이터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Science Direct, 3. 22. & University of Cambridge, 3. 26.) 

Haslemere Haslemere 

(a) Basic spread (b) With contro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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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인플루엔자 확산 예측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