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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양돈 농장 관련 차량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농장과 도축장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다. 구제역과

같은 확산 속도가 빠른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대응 및 선제적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병 전파의 주요 매개체인 차량 이동 분석 및 질병이 확산되는 장소인 도축장과 양돈농장의 연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가 관리하는 차량 이동 데이

터를 기반으로 농장과 도축장 간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생성해 농장과 도축장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Rasch model 및

Latent Class Analysis(LCA) 방법을 활용해 농장과 도축장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농장을 군집화하였다. Rasch model 분석 결과,

전라북도와 경기도 농장이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이는 질병 전파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LCA를 활용한 

군집 분석 결과, 총 7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Rasch model에서 추정된 위험도의 고려했을 때, 4번 군집이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위험도가 0.02수준인 1, 3, 5, 6번 군집이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났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 7번 군집의 경우, 도축장을 통한 질병 전파 위험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군집

단위의 관리보다는 개별 농장 단위의 모니터링 관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간 군집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김제, 고창과 인접한 정읍, 부안, 익산을 이어서 논산과 공주까지의 전북, 충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을 연장하는 세밀한 방역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요어 : 축산 차량 이동 데이터, 양돈농장, 도축장, 래쉬모델, 잠재계층분석

Abstract : This study is to conduct a network analysis between hog farms and slaughters using GPS based vehicle
movement data. In order to cope with foot and mouth disease, early response and preemptive prevention of
epidemics can be crucial role. Analysis of vehicle movement that is a major agent for disease spread and 
relationship between slaughters and hog farms needs to be conducted for the above strategies. This study 
conducted network analysis between slaughters and swine farms with vehicle movement data from KAHI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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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등 가축 질병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부

터 구제역 및 PRRS(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등 가축 사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만연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송주호 등, 2006).

구제역 및 AI 등과 같은 가축 질병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흐름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야기한다. 상기 질병의 특성

을 고려했을 때 감염된 가축은 치료가 어렵고, 이에 따라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국가 간 교역에도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Barasa et. al., 2008). 또한, 농장은 질

병의 전염성을 고려해 살처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축 농장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혁 등, 2016).

가축 질병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 돼

지 관련 질병이다. 국내에서 돼지고기는 소비자가 가장 빈

번하게 구매하는 육류 상품이다. 따라서 구제역과 같은 대

규모 살처분이 요구되는 질병이 발생할 시, 평소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 식품 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구제역에 따른 대규모 살

처분은 돼지고기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은 시장 가

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식품 패널데이터

를 이용한 구제역 소비심리 회복 연구를 살펴보면, 구제역

이 발생한 후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소현, 2016).

구제역과 같은 확산 속도가 빠른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감염의심농장의 동물 및 생산품에 

대한 신속한 이동제한과 같은 초동대응과 질병감염농장

과 일정 반경 이내의 감수성 농장를 대상으로 한 살처분 등

과 같은 선제적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박선일, 2016). 백신

접종의 경우 비용과 접종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신속

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차량 이동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2014-15년 국내에서 발

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질병 전파에서 차

량에 의한 유입이 7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사람

(10.8%), 인근전파(8.6%), 동물 이동(1.6%) 순으로 나타나 

차량 이동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

산검역본부, 2015). 또한 차량과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유

입된 장소를 살펴보면, 도축장(40.0%), 기존발생농장

(39.5%), 발생지역(10.3%), 사료공장(9.7%) 순으로 도축

장과 기존 발생농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도축장과 

기존 발생농장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박선일, 2016).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은 등록된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의 통신을 기반으로 이동 경로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박선일, 2016). 따라서, 

KAHIS에 축적된 차량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돈 농장 

및 도축장 간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분석의 

일환으로 농장에 대한 군집(clusterin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군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에 대한 유형화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For this analysis, we constructed binary matrix data between slaughters and 
swine farms. We applied ‘Rasch Model’ to estimate risk scores for each slaughters and swine farms. After that,
we also used ‘Latent Class Analysis (LCA)’ to cluster swine farms. Results from ‘Rasch Model’ said that farms
in Jeollabuk-do Province and Gyeonggi-do Province have high level risk scores which indicates high risks for
disease spread. Results from LCA said that the proper number of clusters is seven. Considering the risk scores
from ‘Rasch Model’, which indicates level of relationship with diverse slaughters, government agency needs to
concentrate upon clustering group 4, followed by cluster group 1, 3, 5, 6. In the case of cluster group 2, 7, which
have low scores, they have relatively lower risks for disease spread. The results considered, it can be a better
strategy that government agency restricts only a few paths in Jeollabuk-do Province and Chungcheongnam-do
Province instead of all paths in the outbreak of disease.
Key Words : Vehicle movement data, Hog farm, Slaughter, Rasch Model,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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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ing)가 가능하다. 농장 유형화 결과는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의 권역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Aitkin et al.(2016)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 사건과의 매트

릭스 데이터(행: 테러리스트, 열: 테러 사건)를 이용해 테

러리스트의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군집 분석을 적용하는 

등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활용한 매

트릭스 형태의 데이터는 농장과 도축장을 기반으로도 제

작될 수 있다. 즉, 농장을 행으로, 도축장을 열로 설정해 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HIS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돈 농장 관련 차량 이동 데이

터를 수집한 후, Aitkin et al.(2016)이 제시한 네트워크 분

석법을 활용하여 농장 및 도축장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를 정제한 후, 농장과 도축장 간 매트릭스 데

이터 및 각 농장과 도축장의 정보가 담긴  인구통계학적 변

수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Rasch model’을 활용해 각 농

장 및 도축장이 얼마나 다양한 주체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군집 분석 중 하나

인 LCA(Latent Class Analysis)를 적용해 각 군집에 대한 프

로파일링을 실시하였다.

II. 자료 및 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2017년 4월까지, 총 6개월 

간 수집된 차량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한 GPS 데이터가 랜덤(random)하게 DB 서버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시, 유용한 통

계용 분석 도구는 R과 Python이다. 본 분석에서는 R을 활

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본 연구의 대상인 

양돈 농장과 관련된 차량 데이터만 추출하는 작업이다. 이

를 위해 먼저 농장의 사육 품목 변수가 담긴 테이블과 차량 

이동 테이블을 병합(join)한 후, 이를 통해 양돈 농장 관련 

데이터만 추출하였다. 또한, 농장별/차량별/시간별 정렬

을 통해 데이터를 구조화해야 하는데, 이 작업도 R을 통해 

완료하였다. 이 외 몇 가지 작업도 R을 활용해 진행하였다.

몇 가지 정제 기법을 통해 양돈 농장과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이터에 포함된 순수 양돈 농장의 수

는 5,472이다(표 1). 이 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농장에 

방문한 특정 차량의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

하는 것이다. 즉, 특정 시간에 ‘A’라는 차량이 ‘B’라는 농장

을 방문했으면, 다음 이동지가 도축장인지, 다른 농장인

지, 사료 공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이

러한 데이터 처리가 선행되어야 농장 및 도축장 간 네트워

크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데이터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차

량의 행선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표 2). 이것을 

기반으로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이동한 데이터만 별도 추

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에는 ‘Rasch model’과 ‘LCA’ 두 가

지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두 가지 모델 적용을 위해서는 

매트릭스 데이터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성된 매트릭

스 데이터에 행(row)은 양돈 농장을 의미하고, 열(column)

은 농장이 방문한 도축장을 의미한다. 즉, 농장이 해당 도

축장에 방문(차량이 이동한 데이터기록을 기반으로)했으

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된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

터를 처리한 결과, 5,472의 행(농장)과 73개의 열(도축장)

로 구성된 매트릭스가 생성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농장

과 도축장 간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matrix 

표 1. 차량 이동데이터 내 지역(도 기준)별 양돈 농장 비율

지역 빈도 비율

경기도 1,129 20.6

충청남도 1,049 19.2

전라북도  658 12.0

경상북도  651 11.9

경상남도  571 10.4

전라남도  486  8.9

충청북도  292  5.3

제주특별자치도  251  4.6

강원도  237  4.3

세종특별자치시   48   0.9

인천광역시   35  0.6

울산광역시   22  0.4

대구광역시   16  0.3

부산광역시   15  0.3

광주광역시   10  0.2

대전광역시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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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을 그릴 수 있다(그림 1). 공간의 제약으로 5,272개 농

장을 모두 표현하지 않고, 일부 50농장과 73개 도축장 간 

관계를 표현하였다(그림 1).

생성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Rasch model’과 ‘LCA’를 

통해 농장을 군집화한 후, 생성된 군집에 대한 프로파일링

을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특성을 담은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장 주소, 농장 규모, 도축장 방문 

빈도, 사료 공장 방문 빈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가 

적용되어야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 진다. 표 3은 매트릭

스에 포함된 도축장 변수 및 개별 농장에 대한 특성을 담은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f_size’는 개별 농장의 추정

된 사육 두수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데이터에는 

개별 농장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군집 분석 

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농장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나, 본 데이터에는 관련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장 규모를 차량 용적을 기반으로 추정하였

다. 도축장으로 이동한 차량의 용적을 기반으로 가축의 1

회 이동 규모를 산출한 후, 각 농장의 전체 이동 빈도와 곱

하여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0~1 사이로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지

수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2. 연구 방법

1) Rasch model

‘Rasch model’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모형이

다(Mair et al., 2016).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속형 변수

(continuous variable)보다는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

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태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Rasch model’ 분석을 위해서는 행과 열의 관계가 이항(1 

또는 0) 또는 순서형(1, 2, 3 등)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형

표 2. 차량의 행선지를 나타내는 레이블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 예시

농장 차량등록번호(예시) 시간 출발지 행선지

12350 강원-강릉-12-0000 20161203 농장 사료 공장

12350 강원-강릉-12-0000 20161204 농장 도축장

12350 강원-강릉-12-0000 20161209 농장 도축장

12350 강원-강릉-12-0000 20161209 농장 도축장

32230 강원-정선-17-0001 20161221 농장 종축장

32230 강원-정선-17-0001 20161223 농장 사료 공장

11221 경기-평택-39-0100 20161228 농장 농장

11221 경기-평택-39-0100 20161229 농장 농장

��� ��� ��� ��� ���

그림 1. 농장 및 도축장 간 네트워크 예시

표 3. 각 농장의 개별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

Variables Details

FRAMSH_NO 농장 번호

V1~V73 도축장 1 ~ 73 방문 여부

f_size 표준화된 농장 사육 규모(0~1)

addr1 농장 주소(도)

addr2 농장 주소(시/군)

soil 비료 공장 방문 빈도(총계)

slau 도축장 방문 빈도(총계)

feed 사육장 방문 빈도(총계)

breed 종축장 방문 빈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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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표 4). 각 행을 로, 각 열을 로, 

전체 매트릭스를 로 놓을 경우, ‘Rasch model’의 목적은 

각 행이 특정 열에 반응하는 확률 즉, 
을 산출하

는 것이다(식 (1)). 이러한 과정 속에서 ‘item parameter’와 

‘person parameter’가 산출되는데, 식 (1)에서 각각 와 

로 표기되어 있다.




 
exp 



exp 


 (1)




  



 (2)

  exp
  (3)










  (4)

본 연구에서는 와 를 도축장 및 농장의 위험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 식 (2), (3)에서 는 와 가 산

출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는  농장이 해당 도축장을 

방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와 다른 도축장 특

성을 반영한 수치()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는 

식 (4)에 나타나 있는 와 상기 과정에서 구해진 를 통

해 산출된다(Mair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는 특정 도축장에 가축 운반을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농장이 방문하는지에 대한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여러 지역 또는 다수의 농장이 특정 도축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질병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

므로 도축장이 가지는 위험도로 해석 가능하다. 는 특정 

농장이 가축 운반을 목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지역의 도축

장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특정 농장이 가축 운반을 목적으로 여러 도축장에 방문한

다는 것은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농장의 

위험도로 해석 가능하다.

‘Rasch model’에서는 시간(time)과 집단(group)을 고려

한 분석 역시 가능하다(Mair et al., 2016).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 기간의 한계로 상기 요소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시간과 집단(지역, 규모 등)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

이다.

‘Rasch model’은 베이스라인(baseline)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Aitkin et al., 2016). ‘Rasch model’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분석에 

앞서 기본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주체에 

대한 파라미터(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산출된 위험도를 군집 분석과 결합할 시, 위험도를 

군집 별로 세분화해 비교 분석할 수 있다.

2) Latent Class Analysis(LCA)

초창기 ‘LCA’는 사회학 분야에서 분석 대상에 대한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Beath, 2017). ‘LCA’ 또한 

‘Rasch model’과 마찬가지로 ‘다변량 이산형’ 변수로 구성

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Beath, 2017).

기존 ‘k-means’, ‘GMM’ 등 다른 군집 분석과 차별화되는 

LCA의 요소로 이산형 데이터 기반 모델이라는 특징도 있

으나, 통계적인 수치 아래 모델 선택(model selection)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LCA’ 분석 시, 군집의 수는 

통계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

는 여러 수치 중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해 군집의 수를 선택하였다.

  
  








   (5)

식 (5)는 군집 에 속하는 농장 가 도축장 에 방문할 조

건부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1, 0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므

로 기본적인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가정한다. 에서 

는 농장을, 는 도축장을 의미한다(가축운반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면 1, 아니면 0). 는 도축장 에 방문한 이력에 

의해 군집 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의 로지스틱 변환을 통해 산출된다(Beath, 2017). 

는 로지스틱 테스트를 통해 추정된다.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주변 확률(marginal probability)

은 식 (6)을 통해 산출된다. 여기서 는 군집 에 속할 확

률로 
  



  이다. 

  
  




  








   (6)

표 4. 매트릭스 데이터 형태

Slau 1 Slau 2 Slau 3 

Farm 1 1 1 0 2

Farm 2 1 0 0 1

Farm 3 1 1 1 3

 3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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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Rasch model 분석 결과

표 5에 Rasch model을 활용한 농장 위험도산출 결과의 

일부 예시가 나타나 있다(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농

가만 표시). P4104 농장이 여러 도축장에 가축을 운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은 농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P4104 농장과 더불어 P1508 두 농장은, 다른 농장

과 비교해 위험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Rasch model’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의 지역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5,472 양돈 농장 중 약 12% 정

도를 차지한 반면,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의 경우

에는 경기도, 충청남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특히, 전체 농장의 지역 비율을 고려한 ‘가중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경상북도 농장은 전체 양돈 농장 비율이 전라북도와 

비슷한 11.9%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에서는 2%의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2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 및 낮은 위험도

를 가진 100개 농장의 매트릭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

표 5. Rasch model을 활용한 농장 위험도 일부 예시

농장 번호 위험도 주소(도) 주소(시군)

P4104 0.181795 전라남도 화순군

P1508 0.151897 전라북도 장수군

P1524 0.125203 전라북도 정읍시

P1849 0.125203 충청남도 보령시

P296 0.112923 경기도 용인시

��� ��� ��� ���

표 6.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 지역 분포(도, 광역시 기준)

지역 빈도 비율 가중 비율

경기도 27 27.3 24.2

전라북도 25 25.3 26.7

충청남도 25 25.3 24.5

전라남도 9 9.1 9.9

충청북도 7 7.1 8.0

강원도 2 2.0 2.3

경상남도 2 2.0 2.2

경상북도 2 2.0 2.1

그림 2. 높은 위험도 100개 및 낮은 위험도 100개 농장과 도축장 간 네트워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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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 결과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의 경우 낮

은 위험도를 가진 100개 농장과 비교해 다수(지역 포함)의 

도축장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도축장이 가지는 위험도는 표 7과 같다. 이는 특정 도

축장에 얼마나 다양한 농장이 가축 운반을 목적으로 방문

하는지에 대한 위험도로 해석 가능하다.

2. LCA 분석 결과

분석 데이터에 LCA를 적용한 결과, 총 7개의 군집이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보통 LCA에서는 적정한 군집

의 수를 결정하는 척도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이용된다(Beath, 

표 7. 71개 도축장의 위험도(내림차순)

도축장 지역 위험도 도축장 지역 위험도

S1 충청북도 8.658 S12 충청남도 4.119

S2 충청남도 7.534 S13 인천광역시 3.987

S3 경상남도 6.736 S14 경기도 3.943

S4 충청북도 6.724 S15 충청남도 3.887

S5 경기도 6.650 S16 충청북도 3.571

S6 전라북도 5.081 S17 경기도 3.302

S7 대구광역시 4.760 S18 경상남도 3.206

S8 전라북도 4.556 S19 충청북도 3.152

S9 경기도 4.545 S20 전라북도 3.014

S10 경기도 4.511 S21 대전광역시 2.940

S11 충청남도 4.332 S22 경기도 2.898

S23 경상북도 2.636 S48 경상북도 1.253

S24 제주특별자치도 2.450 S49 경상북도 1.224

S25 경기도 2.429 S50 경상남도 1.097

S26 경기도 2.388 S51 전라남도 1.088

S27 강원도 2.388 S52 강원도 0.750

S28 충청남도 2.378 S53 전라남도 0.741

S29 경기도 2.367 S54 경상북도 0.732

S30 경상북도 2.316 S55 강원도 0.636

S31 전라북도 2.234 S56 전라남도 0.579

S32 충청북도 2.152 S57 울산광역시 0.485

S33 전라남도 2.061 S58 전라남도 0.362

S34 전라남도 2.020 S59 강원도 0.213

S35 경기도 2.020 S60 전라북도 0.102

S36 전라북도 2.000 S61 경상남도 0.092

S37 경상북도 1.979 S62 전라남도 0.037

S38 전라북도 1.919 S63 강원도 0.037

S39 전라남도 1.899 S64 경상남도 0.037

S40 충청남도 1.858 S65 서울특별시 0.018

S41 경상남도 1.858 S66 강원도 0.018

S42 광주광역시 1.748 S67 경기도 0.018

S43 전라남도 1.668 S68 울산광역시 0.009

S44 전라남도 1.559 S69 경상남도 0.009

S45 경상북도 1.549 S70 경상북도 0.009

S46 광주광역시 1.372 S71 전라북도 0.009

S47 경상북도 1.371



정민제⋅장익훈⋅최영찬

- 76 -

2017). AIC와 BIC는 모형 비교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

내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노언경, 2009). AIC와 BIC 수

치가 낮아질수록 자료를 잘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간

주된다(노언경, 2009). 본 연구에서는 Nylund and Muthén 

(2007)연구 결과를 참고해 BIC를 활용해 적정 군집의 수를 

선정하였다.

지역 별 군집 및 군집 별 지역 분포(비율:%)는 각각 표 9

와 표 10에 나타나 있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생성된 농장 별 개별 변수를 적용해 

각 군집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겠다. 표 11은 군집 별 농장

에 대한 개별 변수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군집 별 산출된 점수는 개별 변수의 평균을 의미

한다. 농장 규모의 경우, 4번 군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5번과 2번 군집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비료공장 

방문 횟수는, 1번과 7번 군집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축장의 경우, 4번, 2번, 5번 군집이 가장 많

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방문 빈도는 해당 

농장의 규모와 정의 방향으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다. 앞서 언급한 농장 규모에서도, 4번, 2번, 5번 집단이 가

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한 각 군집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는 표 12와 같다. 프로파일링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된 

사항은, 지역, 규모, 시설 이용 정도이다. 예를 들어, 4번 군

집의 경우 주로 경기도에 위치한 대규모 농장으로 이루어

져 있으면서 여러 도축장과 연계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규모 대비 비료 공장 이용 빈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번 군집을 살펴보면, 전라도에 위치한 농장 규

모가 작은 집단으로, 규모 대비 여러 도축장과 연계된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군집 또한 각각의 특

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3은 7개의 군집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하고 농

장의 위험도를 원의 크기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여기서 색

의 진하기는 군집에 속하는 농장이 분포하는 밀집 정도를 

의미한다. 4번 군집과 6번 군집의 경우의 경우, 지역적 분

포는 넓지 않으나 높은 위험도와 밀집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8. 적정 군집수를 결정하는 척도인 각 군집 별 BIC 수치

군집 수 BIC

1 12292.5

2 11325.9

3 10851.7

4 10634.6

5 10514.6

6 10429.6

7 10305.1

8 10355.5

9 10321.9

10 10310.1

표 9. 지역(도 기준) 별 7개 군집이 차지하는 비율

군집
지역 1 2 3 4 5 6 7 합계

강원도 0.0 0.2 16.2 3.3 0.0 0.9 79.4 100.0

경기도 0.0 0.0 22.9 15.5 0.5 7.0 54.1 100.0

경상남도 1.3 67.1 0.0 0.0 29.9 1.3 0.5 100.0

경상북도 0.0 2.3 0.0 0.6 92.8 1.1 3.1 100.0

광주광역시 100.0 0.0 0.0 0.0 0.0 0.0 0.0 100.0

대구광역시 0.0 8.5 0.0 0.0 91.5 0.0 0.0 100.0

대전광역시 0.0 0.0 0.0 0.0 0.0 100.0 0.0 100.0

부산광역시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0.0 0.0 0.0 4.1 0.0 67.3 28.6 100.0

울산광역시 0.0 64.3 0.0 0.0 35.7 0.0 0.0 100.0

인천광역시 0.0 0.0 90.0 3.6 0.0 0.0 6.4 100.0

전라남도 85.0 10.1 0.0 0.0 0.0 2.2 2.6 100.0

전라북도 78.3 2.8 0.4 0.5 1.9 14.4 1.8 100.0

제주특별자치도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충청남도 0.7 0.0 0.8 1.8 0.2 87.8 8.7 100.0

충청북도 0.1 0.1 0.2 10.3 2.5 13.8 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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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7개 군집 별 각 지역(도 기준)이 차지하는 비율

군집
지역 1 2 3 4 5 6 7

경기도 0.1 0.1 77.3 69.2 0.8 6.1 48.7

강원도 - - 13.3 3.6 - 0.2 17.3

충청북도 0.2 0.1 - 15.3 1.3 4.0 21.8

충청남도 3.8 - 2.9 8.8 0.4 83.6 8.6

전라북도 53.9 1.3 0.2 0.3 0.4 1.8 0.2

전라남도 39.5 3.3 0.2 - - 0.2 0.2

경상북도 0.1 4.3 - 1.6 83.0 0.6 1.6

경상남도 1.6 56.2 - - 11.7 0.3 0.1

제주도 - 30.3 - - - - -

광주광역시 0.9 - - - - - -

대구광역시 - 0.4 - - 1.8 - -

대전광역시 - - - - - 0.2 -

세종시 - - - 1.0 - 3.1 1.4

부산광역시 - 1.8 - - - - -

울산광역시 - 2.2 - - 0.6 - -

인천광역시 - - 6.1 0.3 - -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 군집 별 농장 개별 변수

군집
변수 1 2 3 4 5 6 7

농장 규모(표준화 점수) 0.0478 0.0614 0.0504 0.0850 0.0621 0.0472 0.0470

비료공장 방문 빈도 22.1 10.6 6.8 5.5 9.6 7.7 13.3

도축장 방문 빈도 19.2 23.3 17.6 29.2 23.3 18.7 16.7

사육장 방문 빈도 29.1 31.1 22.8 42.8 23.3 28.5 28.2

종축장 방문 빈도 6.8 6.6 3.2 4.9 4.1 3.8 3.4

위험도 0.0234 0.0102 0.0194 0.0479 0.0195 0.0226 0.0148

표 12. 군집 별 프로파일링

군집 프로파일링

1

(빨강)

∙ 주로 전라도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 집단 

∙ 비료공장 및 종축장 방문 빈도가 높고, 여러 도축장과 연계

2

(파랑)

∙ 주로 경상남도, 제주도에 위치한 중간 규모 농장 집단

∙ 도축장 방문 빈도가 높으나, 지역 내 도축장을 주로 이용

3

(보라)

∙ 주로 경기도 및 강원도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 집단

∙ 지역 내 도축장을 주로 이용

4

(노랑)

∙ 주로 경기도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규모가 농장 집단

∙ 사육장 및 도축장 방문 빈도가 높고, 여러 도축장과 연계

5

(녹색)

∙ 주로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에 위치한 중간 규모 농장 집단

∙ 규모에 비해 시설 방문 빈도가 낮고, 지역 내 도축장을 주로 이용

6

(주황)

∙ 주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 집단

∙ 시설 방문 빈도는 낮으나, 여러 도축장과 연계

7

(갈색)

∙ 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 집단

∙ 비료 공장 제외 전반적인 시설 방문 빈도가 낮고, 지역 내 도축장을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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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1번 군집에서도 높은 위험

도를 보이고 있고, 주로 전라북도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5, 7번 군집은 상대적으로 원의 크기가 작고 농

장의 밀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양돈 농장 관련 차량 이동 데이터를 이용해 농

장과 도축장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KAHIS에 등록된 차량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

과 도축장 간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해 개별 농장 및 도축

장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농가 100개만 추출해 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충

청남도, 전라북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 이후에는 ‘LCA’를 활용한 군집 분석을 실시

해 7개 군집을 도출하였다. 7개 군집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Rasch model’에서 산출된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1번과 4번 군집이 중점적인 관리 대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상기 군집은 도축장 외 다른 시설 방문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

리되어야 할 주체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첫 째, 질병 발생 시, 경기도 남부,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차단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세 

지역 내에 위험도가 높은 농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농가가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차단 방역이 필

요하다. 둘 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번과 7번 군집

의 경우, 도축장을 통한 질병 전파 위험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군집 단위의 관리보다 개별 농장 

단위의 모니터링 관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셋 째, 농장 위

험도를 주기적으로 산출한 후, 위험도가 높은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장의 위험도는 특정 시

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계산이 필요하며, 선

정된 농가에 대한 차량 이동 경로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넷 째, 위험도가 높은 도축장은 위생 검열

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집단과 시간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데이터 기간의 한계로 

집단과 시간을 적용한 분석을 고려할 수 없었다. 위험도 

산출을 위해 활용된 ‘Rasch model’에서는 집단과 시간을 

고려한 분석 역시 가능하다. 3년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된

다면 시간과 집단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둘 째, 농장과 도축장 간 거리에 대한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농장 및 도축장 간 방문 여부를 기반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서는 거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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