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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 that can collect, manage, and utilize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based on the data standardization and qualit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esented the analysis data collected from the existing system. Unlike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Korea demonstrated a rapid response by cond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Further, the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shared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o facilitate proactive preven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aw. However, currently, there is no standard protocol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share the 

information, thus complicating the process of sharing, managing, and utilizing the collected data.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 that can facilitate sharing of the travel routes of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by establishing database construction procedures and using the travel route of COVID-19 patients as 

per the Disaster & Safety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and developing a data processing guideline, a data 

entry system with default templates, and Open API. Although this sharing system was designed to 

communicate the travel routes of COVID-19 patients, it can also be utilized in case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response strategy for future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Key words: COVID-19, Moving route Inform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firmed patients, 

Disaster & Safety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Data standardization and sharing syste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반으로 구축 및 

관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내용과 실제 시스템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확진환자에 대한 빠른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별 제공 정보의 비표준화로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공유 및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DB 구축 및 제공 절차를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립하고 데이터 가공 지침, 표준 항목이 적용된 데이터 입력시

스템, 데이터 제공 오픈 API 서비스 개발을 통해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

였다. 플랫폼 기반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는 다른 감염병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

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예방에 활용 및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COVID-19, 감염병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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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20년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등

의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은 전세계를 휩쓸며 인류의 생명과 안전 및 글

로벌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약 90%는 감

염병 확산을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평가할 정도로 우

리나라 국민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매우 크다

[1].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2020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약 5,430만 명, 누적 사망

자는 약 132만 명이며 한국질병관리청 통계 기준으로 우

리나라의 확진자는 28,769명, 사망자는 494명으로 집계되

었다[2][3].

해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확진자와 사망

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로 한국을 꼽을 만큼 

감염병 재난 대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국 및 국

제기구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ICT 기술을 활용한 코로

나19 대응사례집 발간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

하고 있다[4][5].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전 세계 모델이 된 한국의 성공 요인을 

감염자 격리와 접촉 동선을 추적하려는 끈질긴 노력, 세계

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잘 조직된 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험을 통한 제도 및 시

스템 개선으로 분석하였다[6].

코로나 대응과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는 확진

자 이동경로를 공개하여 밀접접촉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는 본격적

인 COVID-19 확산 이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

체)별로 공개 및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 확진

자 이동경로 정보는 지자체별로 정보를 작성하여 공개하

다 보니 제공 포맷과 항목이 상이하며,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의 통합 관리 및 공유 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

리 기반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 및 공유

할 수 있는 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플랫폼 기반 감염병 

정보 공유 체계 개발과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결과를 기술

하며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Related works

감염병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정보의 공개 목적은 국가

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과 방역을 통해 추가 감염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이동동

선 정보의 공개 제도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시 정부의 정보 독점과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인한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패를 경험으로 도입되

었으며 COVID-19 방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7]. 해외 COVID-19 감염자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8].

중국으로부터 COVID-19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확인된 

이후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20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을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

책반을 가동하였다.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34조의2 제1항(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을 근거로 질병관

리청(이전 질병관리본부)과 국내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9].

일각에서는 확진자 동선공개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

호법 등을 근거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

제점을 제기하고 있다[7][10]. 이에 정부에서는 “성별, 나

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방역당국이 배

포한 2020년 10월 7일자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

개 지침"에서는 공개 범위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

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

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으로 정의하고 공

개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

용을 삭제함“으로 명시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

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을 방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1].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단

감염 사태로 질병관리청은 집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지역의 역학조사와 확진자 정보 공개는 국내 지자체로 업

무를 이관하였다. 지자체마다 공개 기준 및 이동경로의 세

부사항 일부 차이점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공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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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지자체에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11].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

하여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

리본부 협업으로 28개 기관과 연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

다[12]. 한편 최근 재난의 대형화, 신종․복합화로 사회 전반

의 재난위험이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신

속한 재난․안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재난정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용이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보 표준화 기반의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도 수행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KISTI 컨소시엄에서는 재난안전정보 수집 

및 연계, 서비스 연동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재

난안전정보 통합 허브인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개발

하였다[13].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은 타 R&D 시스템 

간 재난안전정보 연계 및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지자

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망센터에 보급되어 재난정

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및 119안전신고센터(소방

청) 등의 재난데이터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의 일원화된 재난 데이터 공유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COVID-19 확진자 및 이동경로 정보의 제공은 일

원화된 정보 공개 방식이 아닌 지자체별로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므로 정보 제공 포맷과 항목 등이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화 기반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통합 관

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III. Research Result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구축 및 분석 하였다.

1. Development of moving rout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COVID-19 confirmed 

cases

플랫폼 기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

계는 정보수집, 데이터 표준화 및 가공, 관리 및 제공, 연

계 및 활용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처리 내용을 개념화하여 

표시하면 Fig 1과 같다.

Fig. 1. Platform-based COVID-19 confirmed moving route 

DB construction and sharing procedure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DB 구축을 위한 작업 절차

는 자료수집, 데이터가공, 데이터 공유 및 제공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며 연구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모델은 아래 Fig 2와 같다. 주요 단계별 수행 내

용을 살펴보면 1) 자료수집 (지자체 COVID-19 확진자 이

동경로 공개 정보), 2) 확진자 주요정보 대상 1차 가공 (지

자체 제공 확진자 기본정보, 감염정보, 접촉자수, 증상, 상

태, 이동경로 원시정보 등), 3) 확진자 이동경로 세부정보 

대상 2차 가공 (1차 가공 확진자 이동경로 원시정보의 시

간대별 동선을 분리하여 세부 정보 가공, 장소/시간/좌표 

등), 4) 정보 제공을 위한 Open API (가공 완료 및 최종 

등록 데이터는 플랫폼 기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API를 통해 제공), 5) 정보 연계 및 활용 (재난안전정

보 공유 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및 지자체/공공/민간에

서 데이터 활용)과 같다.

Fig. 2. Data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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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의 데이터 구축 항

목은 지자체별 공개 정보의 구성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여 

구축 표준 항목을 도출하였다. 데이터 구축은 1) 확진자 주

요정보 및 이동경로 원시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가공 

영역과 2) 1차 가공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 세

부정보를 가공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1차가공(확진자 주

요정보 및 이동경로)을 위해 44개 항목과 2차가공(확진자 

이동경로 세부정보)을 위해 27개 항목을 정의하였으며 데

이터 항목별 구축을 위해 가공지침서를 개발하였다[14]. 

Fig 3은 데이터 표준화 항목 및 DB 테이블이다.

Fig. 3. DB tables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moving route information of COVID-19 confirmed cases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에 대한 데이터 품

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항목별 업무규칙을 정의하였으며, 

이들 업무규칙들은 데이터 입력시스템에 적용된다. 품질검

사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칙들의 세부 내용은 아래 Fig 4

와 같다.

Fig. 4. Business rules for quality checking of COVID-19 

confirmed patient moving route information DB

COVID-19 확진자 정보 구축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확진자/이동동선 구축 

통계 제공 기능이고 두 번째는 확진자 정보 관리이며 세 

번째는 2차가공(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관리 기능이다. 두 

번째 확진자 정보 관리 기능에서는 신규 확진자 및 재확진

자의 주요 정보를 모두 등록 가능하며 지역별 확진자를 조

회할 수 있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관리기능에

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상의 장소 및 시간과 이동방법 및 

방역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특히, 장소에 대한 주소 및 

좌표(위도, 경도) 입력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 확진자/

이동동선 구축 통계 제공 기능을 통해 확잔지 구축정보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가능하

다. COVID-19 확진자 정보 구축 시스템의 기능별 주요 

화면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A는 1차 가

공(확진자) 등록 및 상세정보 화면이며 Table 1의 B는 2차 

가공(확진자 이동경로) 등록 및 상세정보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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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 processing (Registration and detail view of 

COVID-19 confirmed patient information)

B. Secondary processing (Registration and detail view 

of Confirmed patient moving route information)

Table 1. User Interface of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moving route information of 

COVID-19 Confirmed cases

COVID-19 확진자 정보 구축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확

진자 이동경로 데이터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용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확진자 기본정보 32개 항목과 확진자 동선정보 19개 항목

을 제공한다. 아래 Fig 5는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 API 서비스 화면이다.

Fig. 5. OPEN API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oving route of COVID-19 confirmed  cases

본 연구에서 구축한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의 주요 항목 데이터는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재난안

전정보공유플랫폼에 저장 관리되며 지자체 및 재난안전분

야 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아래 Fig 6은 서울특

별시 도시안정망센터에 설치된 재난안전정보공유플랫폼과 

연계하여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GIS기반 코로나19 재난안전통합상황판 시범 서비스 구축 

사례이다.

Fig. 6. Platform-based application test service case 

(dashboard for COVID-19 monitoring) 

2. Data construction and analysis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데이터 구축 대상은 국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COVID-19 확진자이며, 구축범

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COVID-19 확진자 정보 

및 이동경로 등이다.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데이터

는 4가지의 가공원칙을 가지고 구축하였다. 첫째, 국내 지

자체가 공개하는 원본정보를 기준으로 그대로 입력한다. 

둘째, 항목별 입력사항의 오탈자, 누락 항목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셋째, 확진자 번호,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 넷째, 항목별 입력값의 처음, 끝부분에 

빈 공간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정보가 상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 당일에는 발생한 확진자의 발생

여부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확진일로부터 2~3일 

정도가 지난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자세한 확진자 정보를 

제공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기초지자체 정보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COVID-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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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정보 DB의 국내 확진자 정보 수록 범위는 아래 

Table 2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지자체가 

공개하는 해당기간 확진자 정보 15,322건과 확진자 동선 

정보 89,065건(확진자 정보 전체대비 55.4%)이 구축되어 

있다. 미구축 확진자 동선 정보는 지속해서 DB 구축을 진

행할 예정이다.

Local

Government

Num. of 

Confirmed 

Patients

(PrimaryP

rocessing)

Num. of

Confirmed 

Patients

(2ndProc

essing)

Num. of 

Moving 

routes

Seoul 5,262 1,826 22,747

Gyeonggi-do 4,398 2,133 25,752

Gyeongsangbuk-do 1,427 1,334 9,296

Incheon 920 529 8,527

Gwangju 495 337 2,585

Chungcheongnam-do 487 347 2,599

Busan 422 421 2,985

Daejeon 360 360 3,192

Gyeongsangnam-do 291 218 2,588

Daegu 286 276 1,892

Gangwon-do 222 108 1,542

Chungcheongbuk-do 172 172 1,197

Jeollanam-do 170 66 484

Ulsan 147 147 1,653

Jeollabuk-do 128 84 612

Sejong-si 76 76 881

Jeju-do 59 59 533

Total 15,322 8,493 89,065

Table 2. Data construction statistics (as of 2020.09.30)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를 바탕으로 기초

적인 통계 분석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를 실시하

였으며 분석 도구로 EXCEL 2019, 동시출현행렬 생성 프

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시각화 프로그램인 Vosviewer를 

활용하였다[15]. 데이터 분석은 첫째, 국내 지자체의 

COVID-19 확진자 정보의 공개 현황 분석과 둘째, 

COVID-19 확진자 기본정보(확진자통계/감염경로/집단발

병유형/증상) 및 이동경로 정보(이동동선 통계/이동장소 

유형/이동수단)의 분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국내 지자체들

에서는 정부 기준에 적용하여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하

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정보 제공 포맷과 공개 범위가 다르

며 계속해서 기준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석

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지자체별 데이터 특성이 그

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

는 DB 구축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국내 지자체의 COVID-19 확진자 정보의 공개 현

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7.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COVID-19 

confirmed cases by Korean local governments

주요 항목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월별 공개 현황 

추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Fig 8과 같으며, 개

인정보로 공개를 지양하고 있는 출생년도, 나이(연령대), 

성별, 거주지(상세정보) 항목은 정부의 지침 개정 및 권고

로 인해 점차 공개율이 크게 감소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8.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COVID-19 

confirmed cases by local governments (Monthly trend)

COVID-19 확진자 기본정보(확진자통계/감염경로/집단

발병유형/증상) 및 이동경로 정보(이동동선 통계/이동장소 

유형/이동수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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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아래 Fig 9부터 Fig 12

까지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 (아래 Fig 9 참조)

-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순위 : 관악구 > 송파구 >

  성북구 > 노원구 > 강서구 > 강남구 > 기타 자치구

- 경기도 기초지자체 순위 : 성남시 > 고양시 > 용인시 > 

부천시 > 평택시 > 기타 시군구순

Fig. 9. Distribution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2) 확진자 집단발병 유형 : 종교관련 > 요양·정신시설 > 

의료기관 > 기타

(3) 확진자 감염경로 유형 : 모름 > 가족 > 기타 > 직장

동료 > 친구/지인

(4) 확진자 증상 : 무증상 > 발열 > 기침 > 인후통 >

   근육통 > 두통 > 기타(복수 증상 포함) 

Fig 10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발현증상 정보를 동시

출현행렬로 생성하고 시각화한 그림이며 동시발현 빈도가 

높은 증상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분석 결과

는 코로나19의 발현증상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비교 및 관

련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다[16].

Fig. 10. Visualization of the network of symptoms of 

COVID-19 patients

(5) 확진자 평균 동선 통계 : 평균 10.6개 / 중간값 7개 / 

최대 112개 / 최소 1개

(6) 확진자 이동장소 유형 : 의료시설 > 근린생활 등 시설 > 

주거 및 숙박시설 > 교통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종교

시설 > 산업 등 시설

(7) 확진자 이동장소 이동수단 : 도보 > 일발차량 > 지하철 

> 버스 > 택시 > 응급차 > 기타차량 > 기타버스 > 응급차

(구급차) > 자전거 > 철도 > 기타(복수 이동수단 포함)

Fig 11은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출현 장소로의 이동수

단을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그림이다. 데이터 구축 시 입

력한 이동수단별 구분 코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

19 감염에 가장 위험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및 버스의 

활용 빈도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7].

Fig. 11. Transportation mode analysis result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의 전파자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간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관계를 밀집도 

맵으로 시각화하면 아래 Fig 12와 같다.

Fig. 12. Visualization of the network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mong confirmed cases

본 논문의 연구 수행 결과인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기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주요 측면별 활용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Fig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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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cted effect of System utilization 

IV. Conclusions

COVID-19 감염병의 창궐과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중

대한 재난 상황이다.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적

극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확진

환자에 대한 빠른 역학조사와 함께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

보를 지자체별로 적극 공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서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

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지자체에 준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COVID-19 확진자 및 이동경로 정보의 제공

은 일원화된 정보 공개 방식이 아닌 지자체별로 정보를 작

성 및 공개하므로 정보 제공 포맷과 항목 등이 상이한 실

정이다. 따라서 표준화 기반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구축 및 분석 하였다. 정보수

집, 데이터 표준화 및 가공, 관리 및 제공, 연계 및 활용의 

4단계로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를 위

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DB 구축 절차, 데이터 가공 지침

서, 데이터 구축 시스템 그리고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오픈 API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표준화 기반 데이터 

구축 시스템을 통해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

를 구축하였다. 국내 확진자 정보 수록 범위는 2020년 1월

부터 9월까지, 지자체가 공개하는 해당기간 확진자 정보 

15,322건과 확진자 동선정보 89,065건을 구축하였다.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DB를 기반로 분석한 내

용은 크게 세 가지로써 첫째 COVID-19 확진자 국내 지자

체 공개 주요 정보 분석, 둘째 확진환자 기본 정보(확진자

통계/감염경로/집단발병유형/증상), 셋째 확진환자 이동

경로 정보(이동동선 통계/이동장소 유형/이동수단)이며 분

석결과는 통계 수치 및 지도 및 시각화 맵 등의 자료로 제

시하였다. 플랫폼 기반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유 체계는 다른 감염병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므

로 향후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

과 DB를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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