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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한 고통을 겪은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COVID-19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 어

렵지만 확산 속도를 늦추어 국민 건강 피해와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VID-19의 진단 · 치료 · 예방을 위한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외에도COVID-19의 전파 규모가 커지고 유

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일상을 지배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SARS-

COV-2)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도구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연구개발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저희 방역연계범부처감

염병연구개발사업단도 COVID-19의 현장대응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역당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 

R&D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업단의 연구에 관심 가져주시고 작은 성과에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주신 감염학회 이사장이시면서 

저희 사업단 이사장이신 백경란 이사장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현 COVID-19 상황과 대책,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구개발

이 갖고 있는 위험한 기회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서울대학교의 이종구 교수님과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님, 

그리고 현재 방역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방역물품의 수급안정화와 국산화에 대하여 특강을 해주실 명지의

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의를 이끌어주실 좌장과 패널토론에 참석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일일이 호명하여 감사드리지 못

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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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업단의 과제 책임자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그룹별, 지역별, 시기별 재생산지수, 

확산 규모의 예측 등의 연구수행 결과와 과학적 근거 생산을 통한 방역당국 지원, 임상의사 감시체계를 통한 의

료현장의 소통과 활용, 개인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보호복과 마스크 개발 현황,  다양한 진단제 개발, 백신

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AI 기술 기반 해외감염병 발생 감시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COVID-19 대응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신 사업단의 과제 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과교류회를 통해서 COVID-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신종감염병 유행 대응

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단 내부 연구진, 관련 학계 전문가, 방역당국과 공유하고 토

의하여 향후 더 효과적인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시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온

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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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 6-Day 1 l  감염병 유행감시 및 확산방지        

일 정 내      용

09:00~09:05   개회사

09:05~09:20   축사

     특별강연

09:20~09:50   COVID-19 pandemic의 현황과 대책   이종구 교수 (서울대학교)

09:50~10:20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위험한 기회   김우주 교수 (고려대학교)

Break Time

     【세션1】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좌장 : 정상인 교수 (중앙대학교)

10:30~11:00   MRC를 이용한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이재호 차장 (㈜케이티)

11:00~11:30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문서 탐지   이승우 책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30~12:00   코로나19가 독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인성 책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Lunch

     【세션2】  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좌장 : 고운영 고문 (국제결핵연구소) / 정은옥 교수 (건국대학교)

13:00~13:30   KoEid 실시간 임상의사 감시네트워크를 활용한 COVID-19 확산방지   김상일 교수 (카톨릭대학교)

13:30~14:00   코로나19 유행 확산 예측 연구와 장기화 대비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개발   최보율 교수 (한양대학교)

14:00~14:30   코로나 19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활용한 한국형 생물감시 구동시연   탁상우 교수 (서울대학교)

14:30~15:0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Break Time

      【세션3】  감염병 감시와 확산방지 강화를 위한 R&D 방향                                          좌장 : 우준희 교수 (노원을지대학교병원)

15:10~16:10   패널토의                            패널 : 김미영(질병관리청), 이재갑(한림대학교), 손우식(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원석(고려대학교)

16:10~16:25   사업단 성과분석 및 향후 R&D 방향   최정욱 센터장 (㈜기술과가치)

프로그램

좌장 : 이주실 단장 (G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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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 7-Day 2 l  현장대응 · 방역물품

일 정 내      용

09:00~09:05   사업단 소개 영상

09:05~09:10   개회사

     특별강연

09:10~09:40   방역물품/의료기기 수급 안정화 및 국산화   이왕준 이사장 (명지의료재단)

     【세션1】  현장대응 시스템 및 개인보호구 개발                                             좌장 : 유한상 교수 (서울대학교) / 이승규 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

09:40~10:10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평가방법 개발   김   준 팀장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0:10~10:40
  Class 6 Pass 수준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을 보유한 보호복 원단

  및 제품 개발
  김영욱 연구소장 (㈜폴트리)

10:40~11:10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의료현장용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제조 기술개발   이강노 부장 (㈜케이엠)

11:10~11:40   ICT기반 감염병 의심환자 모니터링 및 조기대응 시스템 개발   박종순 전무 (㈜리앙커뮤니케이션즈)

Lunch

     【세션2】  현장용 다중진단 시스템 개발                            좌장 : 권계철 교수 (충남대학교) / 이태규 센터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00~13:30   감염성 질환 현장 진단용 라만다중진단 키트 및 광학 리더 개발   주재범 교수 (중앙대학교)

13:30~14:00   감염병 진단용 고감도 나노바이오 센서 기술 개발   김은주 책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00~14:30   
  COVID-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검출을 위한 초고속 다중 등온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임채승 교수 (고려대학교)

14:30~15:00   고감염성 질병진단을 위한 PNA 기반 현장형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김병일 연구소장 (㈜티엔에스)

Break Time

      【세션3】  신종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R&D 방향                                                   좌장 : 김양수 교수 (서울아산병원) 

15:10~16:10   패널토의

16:10~16:25   사업단 성과분석 및 향후 R&D 방향   최정욱 센터장 (㈜기술과가치)

16:25~16:30   폐회사

패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김기순 (고려대학교), 박경운 (분당서울대병원), 

          박평규 (㈜한컴라이프케어),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상기 프로그램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좌장 : 이주실 단장 (G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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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1976-1980 고려대학교 생물학 이학사

1980-1982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 이학석사

1982-1986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 이학박사

1990.  6-2003.10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면역결핍연구실장

2003.10-2005.12 국립보건원 바이러스부장

2005.12-2014.  1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2014.   1 -2016.  1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2010.       -2012.12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

2013.   1 -2013.12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

2016.  9-2018. 4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2018.  4-현재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단장

경력사항

학력

좌장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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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서울대학교/교수

197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의학사

198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 : 보건학석사(역학전공)

198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료관리학 박사과정 졸업 : 의학박사

1982. 3-1985. 2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1989. 4-1994. 4 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부장/의료원장

1995. 5-2002.11 
보건복지부 보건국 방역과장, 보건복지부 의정국 지역의료과장
지역보건과장, 국립보건원 감염병관리센터 방역과장

2002.11-2004. 1  보건복지부 인천공항 검역소장 

2004. 1-2004. 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2004. 4-2007.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 보건정책관

2007. 4-2011. 5 질병관리본부장

2011. 9-2014. 8 서울대학교병원 대외정책실장 

2012. 3-현재  서울대학과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부교수, 교수 

2014.  1-2016. 8  서울대학교 건강사회정책실장 

2016. 8-현재 서울대학교 건강사회교육센터장

2012. 8-2018. 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의학센터장

경력사항

학력

특별강연: COVID-19 pandemic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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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고려대학교/단장

1977. 3– 1983.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4. 3-1992.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1993. 3–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1996. 3-1998. 2 미국 시카고 Rush-Presbyterian St. Luke’s Medical Center, 감염내과 연수

1999.11-2001.10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 과장 

2002. 9-2019. 2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융합중개의과학사업단 의과학과 교수

2006.11-2008.10 대한감염학회 부회장

2009. 6-2011. 5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부회장

2010.11-2013.10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2011.12-2013.11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

2013.12-2015.11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2015. 6-2015. 7  
메르스대응 민관합동공동위원장, 메르스 즉각대응팀장,
국무총리 메르스대응 특별보좌관

2010.11-2016.10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장

2015. 6-2017. 5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회장

2017.11-2019.10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2019. 2-현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위원 

2019. 6-현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감사

2020. 6-현재     대한수의사회 제26대 국가수의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학력

특별강연: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 위험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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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좌장 : 정상인 교수(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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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좌장 : 정상인 교수(중앙대학교)

정상인
중앙대학교/교수

1989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

198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1989-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5-2016 대한미생물학회 회장

2009-2010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장

2005-2007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경력사항

학력

좌장 (Chair)



Session 1

MRC를 이용한 해외 감염병 모니터링

이재호 차장 (㈜케이티)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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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연자 (Speaker)

이재호
㈜케이티 / 차장

 2010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석사

현재 KT AI/BigData사업본부 차장

2019 케냐/가나/라오스 GEPP 시스템 구축

2017 통신/카드데이터 활용 역학조사 체계 구축

2016 질병관리청 스마트검역시스템 구축

2015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위치정보 TF 프로세스 설계/실행

감염병 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엔진 및 국가 단위 감염병 유입위험지수 개발

경력사항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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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를 이용한
해외 감염병 발생 수집기사 자동분류

2

감염병 관련 기사 데이터 수집 현황00

47개 Site에서 기사를 매일 수집하고 있으며 일 평균 1,000개 이상의 기사가 Update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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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년도 과업 : 수집된 데이터를 키워드를 기반으로 분류 시도00

감염병명, 지역명을 기준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기사를 1차 분류하였으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도
감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기사 다수 존재

1.Indian drug regulator on Monday released the draft guidelines 
for Covid vaccines

2.Companies working on Covid-19 vaccine in will have to 
demonstrate that at least half the people who receive it are 
protected from the infection and that it induces superior 
antibody and cellular responses to get their vaccine 
approved.

3.Vaccines developed outside of can apply for marketing 
authorisation based on clinical data generated in trials once 
they pass the evaluation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draft guidelines for Covid-19 vaccine released 
by the Drugs Controller General of on Monday. If necessary, 
the drug regulator can ask these companies to do additional 
trials in Indian population to confirm the safety.

기사내용 : 인도정부의 COVID-19 백신가이드라인에대한기사

1차년도 방식

키워드기반의기사분류

기사에 특정 감염병명이 포함
되어 있는가?

기사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Covid-19 / Indian

감염병발생과

관련있는

기사만추출할수있는

새로운방법필요

개선점 도출

4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01

1) 나이브-베이즈 분류기*를 활용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 기사인지를 확인

감염병 관련
수집 기사

데이터 전처리

나이브-베이즈 분류기

Outbreak 기
사

Non-
outbreak 기

사

*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Naïve Bayes Classifier) :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조건부 확률 모델로, 간단한 디자인과 단순한 가정에도 불

구하고 분류에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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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01

나이브-베이즈 분류기*를 활용하면

- 약 70%의 정확도로 감염병 발생과 관련 없는 기사 제거 가능

- 약 10% 정도의 감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제거 위험 존재

1차(224건)
Accuracy = 0.86
True Positive Rate= 0.94
True Negative Rate= 0.73 

Outbreak
label

Actual
True

Actual
False Total

Predicted
True 32 6 38

Predicted
False 2 16 18

Total 34 22 56

Outbreak
label

Actual
True

Actual
False Total

Predicted
True 106 31 137

Predicted
False 10 69 79

Total 116 100 216

Accuracy = 0.81
True Positive Rate = 0.91
True Negative Rate = 0.69 

2차(864건)

학습을더시켰음에도불구하고 TPR, TNR이비슷하게유지되는것을볼때모델자체의한계로보임

6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MRC02

MRC(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계독해)를 활용 기사 내용을 AI가 해석하는 형태로 분석을 시
도

[Question Answering on SQuAD2.0]

ALBERT 사전학습 모델 활용

• 검증 데이터 : SQuAD 2.0 dev set

• 검증 결과: EM=87.2 / F1=89.9
*Exact Match(EM): 실제 답변과 예측 답변이 정
확하게 일치하는 비율

*F1: 실제 답변과 예측 답변이 겹치는 정도를 측
정한 점수로, EM보다 완화된 평가 척도

MRC 결과 : SQuAD 2.0 기준

구분 EM F1

Model
Performance

87.2 89.9

Human
Performance

86.3 89.0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모델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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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프로필

7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MRC02

질병명, 발생지역, 시기, 규모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여 Test 진행

8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MRC02

한 기사에 복수의 감염병 또는 복수의 지명이 언급될 경우 MRC로 하나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
생

Health launches publication diseases of data that hit the country in 16 year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when came into effect the Law of Access to Information, the Ministry of Health launches Epidemiological Bulletin which 
includes analysis of the major diseases affecting the country
Photo: Erasmus Solomon / ASCOM MS

Did you know that the analysis of water quality for human consumption is made by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the Ministry of Health? That 
rubella has been eliminated from Brazil in 2015 and the measles vaccine, the MMR also prevents against rubella? These and other health surveillance-
related answers are contained in the special issue of the Epidemiological Bulletin 16 years (2013-2019). The publication aims to show the population 
as surveillance Health is present in the daily lives of people, extrapolating topics such as dengue fever and measles. The special edition also seeks to 
bring for the first time since 2012, when entered into force the Law Access to Information, in one publication, data and analysis of the major diseases 
that hit the country in 16 years.
From the Epidemiological Bulletin 16, the Ministry of Health will adopt a new disclosure of public health disease model. Every week, from October 02, 
will be released a single report with data and analysis of different diseas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chedules updates. This new model follows 
world experiences.
The special edition released on Wednesday (25) marks 16 years of the Secretariat of Health Surveillance (SV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meets the 
folder efforts with states, municipalities and health units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years 2013 2019. with a technical nature, but with accessible 
language, the document includes the participation of health workers at different times, and its target audience, health professionals, studen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With this document in hand, managers can have easy access to the scenario of different diseases in their states, making it 
possible to act more efficiently in the creation of public policies.
The Brazil has 4,507 confirmed measles cases in 19 states in the last 90 days, which represents an increase of 13% over the last monitoring. Data is 
the new epidemiological bulletin of the Ministry of Health, which corresponds to the period from 06/30/2019 to 21/09/2019 (SE 27-38). Ceará and 
Paraíba have joined the list of states with active transmission of the disease and 97.5% of the records are concentrated in 168 municipalities of São 
Paulo,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current report also presents 21 711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5,818 were discarded. No new death 
records.
Cases confirmed in that period represent 84.3% of the total in 2019. Most of the records are in Sao Paulo (4374), followed by Rio de Janeiro (22), 
Pernambuco (22), Minas Gerais (22), Santa Catherine (12), Paraná (13), Rio Grande do Sul (7), Ceará (5), Paraíba (5), Maranhão (4), Goiás (4), Rio 
Grande do Norte (4), Federal District (3 ), Pará (3), Mato Grosso do Sul (2), Piauí (2), Espírito Santo (1), Bahia (1) and Sergipe (1).
Measles is an acute viral disease similar to an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t is serious, especially in children under five years old, malnourished 
and immunocompromised. Transmission of the virus occurs from droplets of sick people to sneeze, cough, speak or breathe around people without 
immunity to measles virus.
Despite the age group of 20 to 29 years had the highest number of confirmed cases reported, the incidence of cases in children under one year is 
10 times higher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Every 100 thousand inhabitants, 64 children in this age group obtained confirmation for 
measles. The second most affected age group is 1-4 years. This year, four were confirmed measles deaths: three deaths occurred in children under 1 
year of age; and one death in an individual of 42 years. None of the four cases were vaccinated against the disease.
The Ministry of Health has acquired 114% increase in the number of doses of the MMR vaccine, which protects against measles, mumps and rubella, 
for 2019 and 2020 compared to 2018, from 30.6 million to 60.2 million and 65, 4 million doses. For this, the folder recently bought 47.4 million doses 
of vaccine, quantitative currently available in the world, representing the highest MMR distribution by Brazil in the last ten years. The measure aims 
to ensure the vaccination of 39 million Brazilians, 20% of the population aged 1-49 years who are now susceptible to the disease because they have 
not taken the vaccine or the amount of doses needed. The Ministry also works to control the outbreak in the country, and eliminate, once again, 
measles in Brazil.
The total for this year (60.2 million), have already been distributed 22.8 million and another 37 million will be until December to ensure all states, 
routine vaccination, the interrupt shares of transmission of the virus, and the extra dose called 'zero dose' to all children from six months to 11 
months and 29 days. Most doses for 2019 will be allocated to the National Vaccination Campaign against measles, which occur selectively and in two 
stages: 7-25 October for children aged six months to under five years. D-Day - a national mobilization day - will take place on October 19; and the 
second stage from 18 to 30 November, focusing on population 20-29 years. D-Day will take place on November 30.
By Vanessa Aquino Health Agency
The press service
(61) 3315-3580 / 3587

Measles

Mumps

Postnatal rubella

Dengue Fever

언급된 질병

Sergipe (Brazil)

Sao Paulo (Brazil)

Rio Grande do Sul (Brazil)

….

언급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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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MRC02

감염병사전, 지명사전을 활용 기사에 언급된 모든 감염병명과 지명을 조합하여

“(지역명)에서 (질병명)과 관련된 무슨 사건이 발생하였는가?”를 통해 각 조합별 답을 생성

Measles

Mumps

Postnatal rubella

Dengue Fever

언급된 질병

Sergipe (Brazil)

Sao Paulo (Brazil)

Rio de Janeiro(Brazil)

….

언급된 지명

질문 생성 / 답변 확인

질병명 지역명 답 정답 확률

Measles Sergipe . 0.3766

Measles Sao Paulo . 0.3083

Measles Rio de Janeiro
Four were confirmed 

measles deaths
0.5665

Mumps Sergipe 87 0.1575

Mumps Sao Paulo . 0.2469

Mumps Rio de Janeiro . 0.2982

답변내용과정답확률을토대로질병과-지역-발생유무를분류

10

기사를 해석하기 위한 AI기술의 활용 – Ensemble03

해당 기사에 답이 없더라도 MRC는 억지로라도 답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과 관련
없는 기사에서

오분류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이브-베이즈 분류기와 결합하여 활용

감염병기사

나이브-베이즈 분류기

MRC

Outbreak 기사

Non-outbreak 기사

Outbreak 기사

Non-outbreak 기사

기사제목

감염병명 EVD

발생지역 Congo

발생시기 2020-01-20

발생규모 33

두 가지 방법 모두 Outbreak
기사로 분류될 경우

병명/지역/시기/규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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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프로필

11

감염병 해외 유입 예측 모델링 – 감염병기사 분류 완료 이후
진행
• COVID-19 중심의 모델링 진행

• 활용 데이터 : 2019년 초~2020년 상반기 수집된 데이터
1. 질본 해외 유입 통계 데이터 : 주별/국가별/감염병별 유입건수
2. 감염병 기사 데이터: 일별/국가별/감염병별 기사 *국가, 키워드 정보는 키워드 매칭을 통해 추출한 것
3. 로밍 통계: 일별/국가별 로밍이용객 수
4. 항공 통계(인천국제공항 데이터): 일별/국가별 여객 수

• 데이터 흐름

04

수집 기사

시기
국가
감염병
기사 수

로밍 통계

시기별 감염병 유
입 위험도

MRC 기반 정보
추출

항공 통계

시기
국가

입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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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문서 탐지

이승우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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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Speaker)

이승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공유센터 / 책임연구원

2005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1999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1997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2006-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2005-2006 포항공과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2005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전담

2005 대구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

2003-2005 위덕대학교 시간강사

2000-2001 ㈜다이퀘스트 연구원

1999-2000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해외 발생 감염병의 신속 경보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경력사항

학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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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GFID 3

vs.  / Trade-Off ,
WHO, CDC
, (eg. ProMED mail)

: <Use of unstructured event-based reports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Keller M et. al, Emerging Infect. Dis., 2009>

<Hypothetical timing of informal electronic sources available during an 
outbreak>

( )

ProMED mail, CIDRAP 

WHO EIOS (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s)

2020-10-06 GFI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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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IOS

2020-10-06 GFID 5

(
)

BlueDOT

2020-10-06 GFID 6

: https://bluedot.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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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Rumor 

(ProMED-mail, 
WHO, CDC, 

ECDC, 
, 

, 
CDC, 

, GPHIN 
) 

, 

/
, 

, 

05:30 09:00 13:10 16:00

WHO

ProMed

CDC

ECDC

GPHIN

…

: 

2020-10-06 GFID 8

WHODON
IHRAFRO

NCDC
SAMOH

… When

What
Where How many

Infect
suspect

kill

symptom

… sex
age

When

Where
What

symptom

…

…

Temporal Trend Spatial Trend

IRAT

TIPRA

ProMED

(EO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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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GFID 9

Trigger Role Argument(Entity)

Disease Pathogen

Organization

GPE

Number

Person

Date

Date

AnnouncedBy

Where

Howmany

Who

When

Date

WhenFrom

WhenTo

Location

CausedBy

PersonGPE

Title

Title

Suspected

Probable

Infected

Died

O
ut

b
re

ak

Ordinal

WhereCountRel

• 7

• WHO-DON ProMED

2020-10-06 GFID 10

WHO-DON 1,000 ProMED 1,000

WHO-IHR 116 NCDC 159

WHO-AFRO 97 SAMOH 30

WHO-News (CIDRAP ) 462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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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GFID 11

2,296 284 284 2,864

163,139 19,720 18,276 201,135

2,006,518 243,440 232,333 2,482,291

( )

268,955

(403,933)

32,794

(49,564)

29,302

(44,784)

331,051

(498,281)

DATE 32,439 3,813 3,717 39,969

DISEASE 27,567 3,450 3,000 34,017

DURATION 4,123 424 467 5,014

GPE 52,695 6,705 5,713 65,113

LOCATION 8,953 1,155 1001 11,109

MONEY 475 71 43 589

NATIONALITY 1,994 230 229 2,453

NUMBER 69,071 8,455 7,061 84,587

ORDINAL 2,418 274 292 2,984

ORGANIZATIO

N
28,507 3,559 3,482 35,548

PATHOGEN 9,402 1,106 955 11,463

PERCENT 6,248 631 651 7,530

PERSON 4,730 572 488 5,790

TIME 1,702 214 209 2,125

TITLE 5,295 611 581 6,487

Suspected* 1,304 157 130 1,591

Probable* 653 55 64 772

Infected* 3,285 411 356 4,052

Outbreak* 4,274 464 448 5,186

Died* 3,820 437 415 4,672

2,296 284 284 2,864

1,674 202 207 2,083

14,997 1,731 1,615 18,343

- 45,735 5,533 5,004 56,272

Suspected* 1,344 162 131 1,637

Probable* 673 58 64 795

Infected* 4,262 556 509 5,327

Outbreak* 4,719 506 486 5,711

Died* 3,999 449 425 4,873

AnnouncedBy 1,643 186 181 2,010

CausedBy 6,309 854 672 7,835

Where 13,251 1,614 1,524 16,389

Howmany 14,533 1,670 1,552 17,755

Who 653 69 76 798

When 3,951 450 389 4,790

WhenFrom 2,364 336 280 2,980

WhenTo 3,031 350 330 3,711

WhereCountRel

( )
3,383 474 402 4,259

* ,

2020-10-06 GFID 12

Manager

(1-3 )
Getter

NER Classifier

Labeled
Articles

Se
rv

ic
e 

Pr
o
vi

d
er

Analyzer

Analyzed 
Info

Web

Summary*

* Summary means list of sentences which mention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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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astText ELMo Dictionary

(NER) 

2020-10-06 GFID 13

Two was infected by novel coronavirus at Wuhan

S-NUM O S-Infected O B-PGEN E-PGEN O S-GPE

n  o  v  e  l  aa

… … … … … … …

… … … … … … …

Em
b
ed

d
in

g
M

o
d
el

Tr
ai

ni
ng “Negative

Log-Likelihood
Loss”

Input

“Early
Combination”

(× )

(× )

FastText ELMo DictionaryCNN

Input

(× )

(NER) – Delayed Combination

2020-10-06 GFID 14

Two was infected by novel coronavirus at Wuhan

S-NUM O S-Infected O B-PGEN E-PGEN O S-GPE

n  o  v  e  l  aa

… … … … … … …

… … … … … … …

Em
b
ed

d
in

g
M

o
d
el

Tr
ai

ni
ng “Negative

Log-Likelihood
Loss”

“Semi/Full Delayed
Combination”

Tw
o

w
as

in
fe

ct
ed by

.n
ov

el
co

ro
na

vi
ru

s at
W

u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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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 –

• Sample Weighting
• Longer sentence has much importance

• x: sentence length  ([1 ~ 128])

• ( ) =
( )

+
• =0.09, b=0.25, p=2.0

• More NE tokens, much important
• x: count of NE tokens in a sentence ([0 ~ 15])

• ( ) =
( )

+
• =0.6, b=0.25, p=2.0

• Total sample weight
• =

• Label (Class) Weighting
• Label ratio (x): more rare, much important

• O: about 0.8, other B/I/E/S: [0.05 ~ 0.000001]
• Simply assign predefined weight by labels

• O: 1.0, B: 2.0, S: 3.0, E: 2.0, I: 4.0
• Exponential

• ( ) = +
• Logarithm

• = log ( + ) +

2020-10-06 GFID 15

(NER) – Dice Loss (…ing)

• Negative Log-Likelihood Loss based on CRF
•

• Dice Coefficient
• Has similar goal to F1, which is the evaluation measure in NER task

2020-10-06 GFID 16

Li et al, “Dice Loss Data-imbalanced NLP Tasks”, AC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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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 –

2020-10-06 GFID 17

Data: CoNLL2003 SOTA: 93.5

(NER) –

• Under-review at “Applied Sciences” Journal

2020-10-06 GFI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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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r) 

2020-10-06 GFID 19

BiLSTM BiLSTM

FFN

Word Embedding NER Embedding

Concatenation

1: Yes or 0: No

“Published online 7 Dec 2009.”

“O O B-DATE I-DATE I-DATE O”

Sentence 1

…

Sentence
Classifier

…
Sentence 2

1: Yes or 0: No …
Merge

1: Yes or 0: NoDocument Classifier

…
…

…

(Classifier) –

2020-10-06 GFID 20

Sen_Acc Sen_F1 Doc_Acc Doc_F1

1 0.9840 0.8541 0.9296 0.9512 

2 0.9840 0.8553 0.9261 0.9494 

3 0.9827 0.8414 0.9190 0.9440 

4 0.9833 0.8510 0.9331 0.9542 

5 0.9840 0.8560 0.9155 0.9409 

6 0.9835 0.8525 0.9120 0.9392 

7 0.9840 0.8546 0.9225 0.9466 

8 0.9841 0.8549 0.9190 0.9443 

9 0.9839 0.8557 0.9155 0.9420 

10 0.9842 0.8544 0.9331 0.9535 

Avg. 0.9838 0.8530 0.9225 0.9465 

Sen_Acc Sen_F1 Doc_Acc Doc_F1

1 0.9837 0.8543 0.9225 0.9471 

2 0.9849 0.8662 0.9190 0.9446 

3 0.9842 0.8585 0.9190 0.9440 

4 0.9848 0.8653 0.9190 0.9446 

5 0.9840 0.8581 0.9296 0.9510 

6 0.9838 0.8566 0.9261 0.9494 

7 0.9843 0.8620 0.9120 0.9395 

8 0.9845 0.8611 0.9331 0.9542 

9 0.9844 0.8609 0.9225 0.9469 

10 0.9849 0.8651 0.9296 0.9519 

Avg. 0.9843 0.8608 0.9232 0.9473 

Word Word , NER 

Collaboration between KISTI and Catholic Univ.
Submit to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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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r) –

• Collaboration between KISTI and Catholic Univ.

• Submit to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 Public 
Health”

2020-10-06 GFID 21

2020-10-06 GFID 22

http://damons-kr-gfid.s3-website.ap-northeast-2.amazona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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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GFID 30

,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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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k assessment, prediction, transmission

• 1

.

• 20

•

2020-10-06 GFI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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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3

2 , 5

3
IDVI(Infectious Disease Vulnerability Ind
ex)

1

4 , , 5

5 (contact rate) ( ) 6

6 Property of the virus / / , RNA/DNA 10

7 Vaccination / 9

8 Ecology and Epidemiology , 9

9 , , 2

10 (AQI) 1

11 SNS, , 2

12
( 4.1 )

2

13 , 1

14 2

16 , ( ) 2

17 , , , , , 2

18 , , , , 2

19 / 3

20 ( ) 1 ? ( : 1.4-2.5) 1

2020-10-06 GFID 34

Risk assessment TransmissionPrediction

Infectious Disease
AND AND

AND

OR OR

n=866

n=48

Articles included
(n=39)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

(n=758)

Excluded after full text 
review
(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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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7-2018

• , , 

• ‘ ’

2020-10-06 GFID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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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10 ),  50 , 

Confirmed 
cases Deaths (%)

Average 
age at 
death

KOREA
(2013-2016) 335 73 21.8

74
(67-80)

2

98

80

95

49

6

19
26 22

6.1

23.8
27.4

44.9

-50.0

-40.0

-30.0

-2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0

20

40

60

80

100

120

140

60 60 70 80

Cases

Deaths

Mortality rate

147

101

74

, ,

WORLD

Country Confirme
d cases

Death
s (%)

China (2011-2016) 5360 343 6.4

Japan (2013–2014) 49 15 30.6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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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코로나19가 독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인성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해외 감염병 발생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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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Speaker)

안인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데이터공유센터 / 책임연구원

2007 서울대학교 보건학(생명정보학전공) 박사

2002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이학박사

1996 고려대학교 동물영양학 석사

1994 고려대학교 응용동물과학 학사

2016-현재 한국화학연구원 겸임연구원(CEVI융합연구단 확산방지팀 팀장

2015-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데이터 및 HPC 과학 전임교수

2015-현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포럼(인플루엔자분과) 분과위원

2002-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2014-2015 기상청 기상기후 빅데이터포럼(보건건강분과) 분과위원

1998-2002 경인여자대학교 겸임전문강사

1996-1998 경인여자대학교 시간강사

기계학습 기반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도 예측기법 개발

경력사항

학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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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좌장 : 고운영 고문(국제결핵연구소) / 정은옥 교수(건국대학교)

고운영
국제결핵연구소/고문

좌장 (Chair)

2002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의학박사)

1997 서울대보건대학원 역학 (보건학석사)

1993 한양대학교 의과학 (학사)

2019-현재 국제결핵연구소 고문

2016-현재 
WHO STAG-TB(Strateg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for Tuberculosis) 
세계보건기구 결핵전문가 자문위원

2015-현재  
WHO LTBI(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Task Force 세계보건기구 잠복
결핵감염 Task Force 위원

2016-2018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기이식관리센터 센터장

2016-2018 유니테이드(UNITAID) 이사회 교체이사

2013-2016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과장

2010-2003 
세계보건기구 본부파견(제네바) WHO/HQ/HSE, Geneva 의무직 전문가 
(Medical officer)

2005-20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1997-2005  국립보건원 역학조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면역결핍연구실 보건연구관

경력사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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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Chair)

정은옥
건국대학교/교수

1999. 8 뉴욕대학교 대학원 응용수학학 박사

1991. 8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학학 석사

1988. 2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 학사

2011. 9-현재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

2017-2018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제7대 회장

2006. 9-2011. 8  건국대학교 수학과 부교수

2002. 9-2006. 8  건국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경력사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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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교수 (가톨릭대학교)

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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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Speaker)

김상일
가톨릭대학교 / 교수

1991 MD,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1999 MA,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4 Ph.D.,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1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

1999 Kore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Korea 

2001 Korean Board of Infectious Disease, Korea 

2009 Korean Board of Critical Care Medicine, Korea

2015.12-2017. 9 대한감염학회  정책이사

2017.11-2020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위원회 위원장 (현)

2015. 7-2019. 5 대한화학요법학회 보험이사

2017-2020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 (전) 회장 (현)

2016-2020 대한백신학회 교육이사(전) 홍보이사 (현)

2015. 7-2019. 4 대한의진균학회 학술이사

2013.11-2016.1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조사위원

2017. 2-2020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 현)

2014. 8-2016. 7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2014. 5-2017. 5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

2017. 1-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운영

경력사항

학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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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가톨릭대학교 / 교수

최근 감염병의 특징은 어느 한 국가만의 유행이 아닌 전세계적인 유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의 유행을 겪으면서 이러한 감염병 감시 및 관리 대응에 있어 많은 개선과 연구가 필요함을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범부처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에서 국내 방역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가동되었고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감염병의 유행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인지(early awareness)를 통한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이는 국가와 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방역활동 수칙 준수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종감염병

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질병의 전파방식과 유행양상, 그리고 임상경과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환자를 제일먼

저 접하게 되는 일선 의료기관의 조기인지 능력이 방역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진단 

방법이 개발되기 전 이거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잇는 싯점 전까지는 불확실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매

우 어려우며 자칫 증례를 놓치거나 조기에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통해 한 지역 혹은 국가적 유

행이 급속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처음 접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감염병 조기인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에서는 임상의사의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문가 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COVID-19 유행에서는 유행 초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자의 발

생과 현황, 임상증상, 그리고 의료기관 내 환자 발생에 대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감염전문가의 실시간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COVID-19 의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

다. 연구진들은 이번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KoEid 실시간 임상의사 감시네트워크”가 단지 연구를 위한 결과

물이 아니라 실제 유행 상황에서 방역체계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을 실제로 접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방역망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일 성과교류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드리고자 한다.  

KoEid 실시간 임상의사 감시네트워크를 활용한 

COVID-19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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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연자 (Speaker)

최보율
한양대학교 / 교수

1990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박사

1987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1983 한양대학교 의학과 학사

2020-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문 특보단 위원

2019-현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2018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감염병 분과위원장

2016-현재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민간전문가

2015-2016 메르스 전파경로 역학조사위원장

1999-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1997-현재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1995-현재 보건복지부 방역과

1994-1995 미국 튤레인 대학 보건대학원 보건통계 및 역학교실 조교수

1994-1999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1990-1994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1986-199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

1983-1986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연구 

경력사항

학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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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2.9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early cases with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disease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3.12 / Estimating the reproductive number and the outbreak size of COVID-19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4.3 / Spatial epidemic dynamics of the COVID-19 outbreak in China Intern J of Infectious Diseases.

2020.5.9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d containment measures for COVID-19 in Busa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5.11 / 
Age-Period-Cohort Analysis of Influenza in Korea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Database, 2009–
2018 JKMS

2020.6.15 Individual-based simulation model for COVID-19 transmission in Daegu,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6.19 /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risk of COVID-19: an observational study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ig Data
JKMS

2020.6.28 / / Time-variant reproductive number of COVID-19 in Seoul,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7.1 / Intervention effects in the transmission rate of COVID-19 depending on detection rate and the extent of isolation Epidemiology and Health

2020.7.6 /
The impact of comorbidities on the Mortality in Patients with COVID-19: An Observational Study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JKMS

2020.8.19 /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Distancing for Novel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 South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9.28 /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Hospitalized Pneumonia after Influenza Infection in Korea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Database, 2014-2018: Focusing on the Effect of Antiviral Therapy in the 2017 Flu 
Season

JKMS

2020.9.28 EPJ Data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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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Viruses associated with the common cold

Virus Percentage of cases (%)

Rhinovirus 30–50

Coronavirus 10–15

Influenza virus 5–15

Respiratory syncytial virus 5

Parainfluenza virus 5

Adenovirus <5

Metapneumovirus ±2

Undiscovered virus 20–30

Common Agents of Respiratory Infections

Wat D. The common co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 J Intern Med. 2004 Apr; 15(2): 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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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

SARS(Bat)

SARS(Bat, Civet, Unrbina)

Coronavirus disease (COVID-19)

2019-now Originated in China

Transmission routes of COVID-19

• Current evidence suggests that COVID-19 spreads between people through direct, indirect (through 

contaminated objects or surfaces), or close contact with infected people via mouth and nose secretions.

• Health facilities

• Some medical procedures can produce very small droplets (called aerosolized droplet nuclei or aerosols)

• Outbreaks of COVID-19 in some closed settings, such as restaurants, nightclubs, places of worship or places 

of work where people may be shouting, talking, or singing.  

• In these outbreaks, aerosol transmission, particularly in these indoor locations where there are crowded and inadequately 

ventilated spaces where infected persons spend long periods of time with others, cannot be ruled out.  More studies are 

urgently needed to investigate such instances and assess their significance for transmission of COVID-19.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question-and-answers-hub/q-a-detail/q-a-how-is-covid-19-
transmitted?gclid=EAIaIQobChMI8r3E2uzG6wIVkpvCCh3FoApPEAAYAiAAEgKHW_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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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Routes of Respiratory Viruses
Mode of transmission Incubation period Seasonality

Rhinovirus airborne/by large particle aerosol 2–7 days early autumn/late spring

Coronavirus possibly airborne 2–4 days winter/early spring

Influenza virus airborne/by small-particle aerosol 1–4 days winter/spring

RSV large-particle aerosol/direct contact with self-inoculation 4–5 days autumn to spring

Parainfluneza virus large-particle aerosol/direct contact with self-inoculation 3–10 days PIV1 and 2—autumn PIV3—thro
ughout the year

Adenovirus airborne/direct contact with self-inoculation 4–14 days late autumn/late spring

Wat D. The common co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 J Intern Med. 2004 Apr; 15(2): 79–88.

(2006~2014, KIN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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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s.who.int/flumart/Default?ReportNo=10

Northern hemishere Southern hemisphere

https://www.who.int/influenza/gisrs_laboratory/flunet/charts/en/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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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 ; Australia and Brazil

Australia Brazil

Australian Influenza Surveillance Report - No 09 
week ending 09 August 2020

•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n Australia, data reported from the various influenza surveillance systems may not represent an accurate 

reflection of influenza activity.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especially where comparisons are made to previous influenza seasons. Interpretation of 2020 

influenza activity data should take into account, but are not limited to,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likely changes in health seeking behaviour of the 

community including access to alternative streams of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pecific health services, and focussed testing for COVID-19 response activities. Current 

COVID-19 related public health measures and the community’s adherence to public health messages are also likely having an effect on transmission of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including influenza.

• Activity – Following a high start to the 2020 interseasonal period, currently, influenza and influenza-like illness (ILI) activity are lower than average across all systems 

for this time of year. At the national level, notifications of laboratory-confirmed influenza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since mid-March and remain low.

• Impact – There is no indic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n society of the 2020 season at this time.

• Severity – There is no indication of the potential severity of the 2020 season at this time. In the year to date, of the 21,005 notifications of laboratory confirmed 

influenza, 36 (0.17%) laboratory-confirmed influenza-associated deaths have been notified to the 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NNDSS).

• Virology – In the year to date, the majority of nationally reported laboratory-confirmed influenza cases were influenza A (87.3%).

• Vaccine match and effectiveness – It is too early in the season to assess vaccine match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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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pps.who.int/flumart/Default?ReportNo=7

(2008-2018 )

2008 3) 253,440 3,105 

2009 3,863,117 1,818,500 

2010 800,903 226,783 

2011 304,301 54,147 

2012 768,794 336,141 

2013 342,607 123,512 

2014 1,178,426 647,570 

2015 1,194,468 678,046 

2016 2,857,872 1,904,850 

2017 1,548,504 1,160,455 

2018 3) 1,921,664 1,6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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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squib.co.uk/world/35848-covid-19-how-the-globalised-world-is-killing-
itself.html

https://www.sun-sentinel.com/opinion/commentary/fl-op-com-wiegard-coronavirus-climate-change-
common-good-20200326-zkxv5mndebhlnhfuantk4agsuy-story.html

International/National Flights and World Climate Map

Tropics

A ‘source-sink’ model for the evolution of influenza A virus

Viral genetic and antigenic diversity (shown by different 

colours) is continuously generated in a reservoir, or 

‘source’ population, perhaps represented by the tropics, 

before being exported to ‘sink’ population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Hemispheres as shown by the 

arrows. The continuous transmission of influenza A virus 

in the source population, and hence its larger effective 

population size, allows natural selection for antigenic 

diversity to proceed more efficiently than in the sink 

populations that are afflicted by major seasonal 

bottlenecks.

Rambaut A, et al. The genomic and epidemiological dynamics of human influenza A virus. Nature. 2008 May 29; 453(7195): 6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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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influenza season: repurposing surveillance systems 
for COVID-19, 26-05-2020

• The COVID-19 pandemic has required countries around the globe to repurpose their influenza surveillance systems to also detect the COVID-19 virus. Although 

surveillance for influenza often stops at the end of May and resumes in October, this year WHO is encouraging all countries to continue surveillance throughout the 

summer months to monitor COVID-19 virus activity. COVID-19 data will continue to be summarized and shared by WHO/Europe and the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 Interrupted influenza reporting due to COVID-19; from late February

• Influenza type A and B viruses circulated

• Numbers of deaths associated with influenza as expected, but COVID-19 toll is large

• Vaccine effectiveness; … 29~61% in the primary care setting, and 35 - 60% in hospitalized older adults. …. Vaccination remains the best intervention to prevent 

influenza, and renewed efforts to increase uptake for eligible groups next season are warranted to avoid an overload of country health systems due to co-circulation of 

COVID-19 and influenza.

• Flu News Europe: surveillance and updates; … WHO/Europe and ECDC collaborate to collect and analyse influenza surveillance data from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Region and present these data each week in the Flu News Europe bulletin.

Available URL from =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communicable-diseases/influenza/news/news/2020/5/20192020-influenza-season-repurposing-surveillance-systems-for-covid-19, 26-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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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heme of 

strategical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ion in 

the healthcare system 

for the case detection of 

COVID-19 in Korea

Infect Chemother. 2020;52: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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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코로나 19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활용한 한국형 생물감시 구동시연

탁상우 교수 (서울대학교)

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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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중보건 위기의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생물감시체계 플랫폼 구축

2020. 10. 06 | 탁상우

서울대학교

2020년도 성과

1. 한국형생물감시구축을위한국가전략보고서

2. 생물감시체계구축을위한정부부처대상역량평가및요구도조사서

3. 마스터플랜보고서

4. 연구논문

5. 코로나 19 백신수급및부작용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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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1. 한국형 생물감시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

o보고서 목표

- 한국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전략과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자문회의, 포럼 및 국제심포지움을 통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물감시체계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문헌고찰을 통해 범부처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정립될 수 토대로써 필요한 제도적 장치 등을 분석하고자 함

- 미국을 포함하여 외국의 생물감시 관련 법규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생물감시체계 개발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성과1. 한국형 생물감시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
한국생물감시체계비전및목표

o한국 생물감시체계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생물학적 위험요인의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비전으로 함.

o세부적 목표로는
-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 부처간 협력관계 수립
- 분산되어 있는 생물감시 관련 체계 통합
- 실시간 상황을 공유 할 수 있는 플랫 폼 및 기술 개발

o체계적 부처간 협력관계의 수립을 통해 생물 감시 체계를 통합, 실시간
상황적 인식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역량 및 대비태세가 강화되고,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하여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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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1. 한국형 생물감시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
생물감시의구성과기능

소통및정책결정지원기능

데이타

데이터수집과정

자료의통합분석기능

Biosurveillance
System

결과해석및종합

성과1. 한국형 생물감시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

생물감시의 필수 기능을 통한 목적 성취의 과정

o 생물감시의 기본기능: 정보 수집, 정보 통합, 정보 분석, 정보 해석, 정보환류, 의사소통

o 생물감시의 대상: 동식물 사람과 관련된 활동, 위협 및 사건

o 생물감시의 목적: 통합된 정보 제공, 새로운 의미 발견, 조기발견 및 경보, 상황적 인식제공, 통합된 대응지원

o 생물감시에서는동식물및사람과관련된자료들을함께통합함으로서새로운의미를찾아내고다양한매개체들이서로에게

어떠한영향을주며위협적일수있는요소가어떻게이동하는지등을탐색하고자하는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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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1. 한국형 생물감시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
Logical Framework

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o연구목표

- 한국형 생물감시체계 플랫폼(biosurveillance integrated platform, BIP)의 예상

사용자인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방역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물감시체계

구성요소의 운영/실행 현황을 파악하고, BIP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성공/장애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함

- BIP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 파악

- 자료공유 및 활용을 위한 관계 정부부처의 조직적 준비 정도 확인

- 한국형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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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o 전체대상자수는모집단중 10%를목표로함

o 각기관의홈페이지에서제시하는조직도를

바탕으로, 표1에서제시한부서별인원의

합인 656명의(표2)의 10%인 66명을목표

대상자수로산출하였음

o 조사의영역은

1) 필요데이터및정보

2) 자료공유및활용을위한준비정도

3) BIP 활용을위한지원

4) 일반적특성으로구분함

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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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서:

필요데이터및정보

- 전체 중 74%는 지난 12개월 동안 타 정부부처와 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음 (그림 1)

-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은 ‘예방’이 가장 많으며, ‘회복’을 위하여 정보 공유를 위한 사례는 없었음(그림 2)

- 타 정부부처와 공유한 정보의 종류는 공식보고서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 공유의 주요 수단은 공문, 이메일 등 서면
형태가 가장 많았음(그림 3)

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자료공유및활용을위한준비정도

- 조사 대상 기관의 대부분은 위험 또는 위기 사건을 모니터링, 평가,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을 지정하고 있음(그림 5)

- 긴급한 사건/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경우가 24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등에 따라 즉시 및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경우가 7명(20.6%)으로 두번째로 많았음(그림 6)

- 대부분의 경우 긴급한 공중 보건/사건 위기의 주요 항목을 모두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황 발생 시간 및 장소, 위험의

원인 및 유형, 대응 조치 항목은 90% 이상에서 포함됨(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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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자료공유및활용을위한준비정도

- 대부분의 조사참여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험평가의 결과는 위기 대응방안 마련이나

위기 소통 수준 결정에 활용되었음 (표 7)

- 수집한 사건 자료의 일부 또는 모두를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는 경우가 약 80%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한 자료가

사람/장소/시간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장소/시간별 분석을 실시함 (그림 8)

- 국제 사회에서 제시하는 위험평가의 주요 항목이 대부분의 경우 위험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중 추가

전파 가능성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그림 10)

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자료공유및활용을위한준비정도

- 응답자 중 절반 이하 (41.2%)에서 향후 위험 또는 위기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 또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림 12)

- 대부분의 경우 위험 또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지침/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며, 정보의 전달 및 배포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단은 언론 인터뷰/브리핑/보도자료임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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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BIP 활용을위해필요한지원

- BIP 구축 이후 관리의 주체는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그림 13)

- BIP 구축 시 업무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은 부처 간의 의사 소통 채널 제공임(그림 14)

- BIP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법률 제정과 인적지원의 확보임(그림 15)

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BIP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대상자의 70%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타 정부부처와 협력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40%는 협력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하였음. 단, 기관간 이견, 정보 공유 기피 등과 같은 협력의 장애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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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2. 생물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역량평가 및 요구도 조사

결론

o 생물감시체계는사건발생에대한지리적, 시간적정보등을제공하고정보를취합하여상황적

인식에도움을줄수있음

o 정부부처인력에대한교육및훈련이필요함

o 필요한때에분절된정보를공유하는것이아닌, 인간/동물/환경과관련된정보를한군데

통합하여분석하고해석하는체계구축이타당함

o 플랫폼구축이후에도사용자의요구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창구가필요함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o연구 추진배경

1. 감염병 위협 증가

2. 감염병 공동대응 필요성 증가

3. 생물감시 중요성 증가

o연구목표

- 감염병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생물학적 위험요인의 범정부적 공동대응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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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o 세부목표

- 문헌조사, 정부부처관계자대상온라인조사, 현존감시체계분석등을통해

- 국내감염병발생대비능력현황을진단하여대비능력이미흡한분야를파악

- 감염병관련주요법률및국가계획검토를통한국가정책방향에부합하는

추진방향제시

- 효율적인한국형생물감시체계플랫폼의운용을위한주요과제도출

- 한국형생물감시체계구축및운영을위한추진전략제시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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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국내감염병사전대비현황종합:이상감지

o기준치 설정 및 임계값 정의

• 감염병 관련 자료의 축적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수십 종의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년간 축적해왔음

- 그러나 아직 소속부서가 다루는 우선순위 사건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과반이며, 우선순위 사건이 문서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기준 자료 및 임계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o생물감시 전문가 양성

• 지자체 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이수 조건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 간 감염병 관리 역량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절반 정도에 그침

o전통적 자료와 배후 데이터(기후 변화) 등의 통합

• 배후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나 전통적 건강자료와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확인하기 어려움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국내감염병사전대비현황종합:위험예측

o발생 가능한 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새로운 질병 출현 예측
• 신종 감염병 예측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지원
사례 또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나 주로 단일요인 위주로
파악하고 있음

o국외 감염병 발생에 대한 파악
• GPHIN 참여, 국제기구 및 국외 보건부 보고서 등을 통해 국외 감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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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국내감염병사전대비현황종합:위험감지및식별

o신속하고 신뢰도 높으며 편리한 감지 및 진단 능력

• 수행 가능한 진단 검사 및 진단 검사 개발을 위한 노력
- 다수의 기업, 연구소 등은 새로운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 간
기술개발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중복되는 예가 있음

• 실험실 운영 및 네트워크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실험실 내 검체 체취, 운반, 이송 관련 체계 및 가이드라인은 약 90%의 실험실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실험실 운영 및 관리 지침, 기준, 가이드라인은 100% 작성되어 있는 등 실험실 운영체계가 대체로
우수함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국가표준실험실이 WHO가 제시한 10개 core test 중 모두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실험실에서는 국가 표준 실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진단 검사의 일부만 수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국내감염병사전대비현황종합:정보통합,분석,공유

o정보의 통합, 분석, 공유

• 정부-정부 및 정부-민간 간 의사소통
-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제공 정보에 대한 활용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체계의 많은 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의 신고와 보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고
정보는 신고기관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 국가 간 정보 공유
- 감염병 관련 법령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감염병 관리 정보의 교환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자료의 표준화
- 전자의무기록 등은 2017년에 제정된 표준에 따라 수집되고 있으나, 현존하고있는 감시체계의 수집 내용 및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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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국내감염병관련정책및국가계획종합

o감염병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타 기관의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
사례가 만들어짐

- 감염병 관련 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

o감염병관리를위해국가계획의기본방향은원헬스접근전략이며, 구축하고자
하는생물감시체계또한원헬스전략을기본기조로채택해야함

- 개별질병사례감시체계에다부처공동참여사례가있으며, 감염병발생에대한다양한
정보가정기적으로수집되고있음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주요과제종합및추진전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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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o (추진전략 1) 법제도개선

-생물감시는데이터를기반으로, 특히원헬스전략의추진을위해서는부처간정보공유및

협력이필수적임. 따라서보건의료기본법의개정이필요하며,개정된법령에는재정지원및

인적지원방안, 생물감시통합시스템의구축및운영주체, 관련부처의협력의무, 개인정보

보호규정및예외규정마련,국제질병감시시스템과의연계방안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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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o (추진전략 2) 통합생물감시체계관리및전략실행조직설립

-통합생물감시체계를관리하고관련과제를실행하기위해보건복지부내총괄조직을구성하는

것이필요함. 특히, 법령과예산, 조직의독립성을확보하여전문성과정책추진력을함께보유할수

있도록구성되어야함

• 통합생물감시체계관리조직의주요기능은다음을포함함

1) 법령제정및개정

2) 추진체계운영의사무국역할: 부처간필요성소통및역할분담

3) 생물감시플랫폼에서수집되는정보의상시모니터링및분석, 위험에대한평가기반마련

(임계값설정등)

4) 필요연구도출및지원

성과3. 마스터플랜보고서:

o (추진전략 3) 생물감시체계 전문가 양성

- 의사, 수의사, 환경보건전문가, 법·제도 전문가, 정책 개발자, 행정가, 산업통상전문가, 

경제학자, 과학자,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 사람과

동물, 환경의 상호 통합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을 포함

- 특히 의대생, 수의대생 등 미래 세대의 생물감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중보건/원헬스/생물감시 등에 대한 교육 제공 강화

-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인구 200,000명당 역학자 수 1명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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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4. 연구논문

1. Syndromic Surveillan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Using 
Spatiotemporal Cluster Analysis
(증후군 감시를 이용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시공간 군집 분석)

2.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Studies on Infectious 
Disease with Data Integration: A scoping review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한 감염병관련 논문에서 활용된 분야별 자료 연계 현황 분석)

성과4. 연구논문:
Syndromic Surveillan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Using Spatiotemporal 

Cluster Analysis
(증후군감시를이용한중동호흡기증후군시공간군집분석)

• 연구 배경: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한국에서 발병했다. 관련 지식의 부족과 정보의 늦은 공개, 한국의 의료 환경이 맞물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는 진단과
검사 결과가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되고, 새로운 감염병은 이 자체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증후군 감시는 진단, 검사 이전의
정보로 이용하며, 실시간에 가깝게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환자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증후군 감시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2015년 응급의료정보망 (NEDIS) 자료를 이용하여 후향적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NEDIS는 전국의 응급실 방문
환자 기록으로, 메르스가 주로 발병한 수도권과 5,6,7 월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메르스 주요 증상에 해당하는 고열, 호흡곤란, 기침을
증후군으로 선정하여 시공간 순열 스캔 통계량을 시행하였다. 적절한 단위를 찾기 위해 4가지 조합의 시간 단위별로 시공간 군집을
탐색하였다.

• 연구 결과: 4가지 조합 모두 메르스의 일일 발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변곡점을 잘 포착하였다. 그러나 14일/7일, 21일/7일 조합은
메르스와 관련없는 5월 초반의 큰 중요도의 군집을 발견하는 등 부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7일/3일 조합의 군집과 그 외 군집 위치의
이질성을 발견했고, 시간 단위가 길어질수록 군집의 크기가 감소하고 군집들의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 결론: 4가지 조합 중, 가장 짧은 7일/3일 조합과 가장 긴 28일/7일 조합이 증후군 감시에 적절함을 발견했다. 이 연구가 감염병
감시체계에 반영된다면 초과 발생으로 인한 지역 내 전파와 피해를 예방하고, 생물감시체계에서는 초기 정보 수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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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4.연구논문: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Studies on Infectious Disease with 

Data Integration: A scoping review
(주제범위문헌고찰을통한감염병관련논문에서활용된분야별자료연계현황분석)

• 연구배경: 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중보건 분야별 협력을 통한 자료 연계 분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 동물 건강과 환경 분야 간의 다분야 협력을 통한 보다 포괄적인 공중보건 정책 수립 및 중재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분야별 자료 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감염병관련 논문에서 활용된 분야별 자료 연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 연구방법: Medline 및 Global Health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논문 중 2개 이상의 연구 자료원을 통합,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를 선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감염병, 협력 및 연계, 연구결과로 구성된 4가지 영역를 먼저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핵심 단어를 설정하였다. 증례 보고, 역학조사 보고서, 원저가 아닌 연구,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연구, 설명 실험실 절차에 대한 보고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중복 항목을 삭제한 후, 두 명의 검토자가 제목과 초록을 기준으로 문헌 검토의 적격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 분석을 위해 선정된 문헌에 대해서는 자료 특성, 연계 분야, 연구목적에 대하여 자료추출을
하였다.

• 연구결과: 검색 결과, 총 2272개 문헌 중 164개 문헌(7.2%)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헌평가를 실시했다. 데이터 연계 활용 목적으로는
발생률 또는 사망률 추정, 특정 집단에서의 위험 인자 평가, 지리 공간 분석 등이 있었다. 분야별 자료연계는 감염병 감시체계, 
코호트연구, 동물건강 관련 자료원, 날씨, 청구자료 및 행정자료 등 다양한 분야별 자료연계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자료연계를 통하여 기존의 자료원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연구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자료통합 및 연계
분석의 잠재적 활용방안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공중보건 자료원을 넘어 부문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연구자료에
대한 연계 분석은 공중보건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백신수급및부작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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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목적

• 대한민국의국민 70%에 코로나 19 백신을 한달 (30일) 이내에 접종완료를

목표로 하였을 때 필요한 정보 (예: 의료인력, 생산량) 를 예측

• BIP Dashboard를 통해 생산과 배포 및 접종, 부작용 발생 대응 과정

모니터링

• 다부처 정보에 바탕한 의사결정 지원 구현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처 부서 업무/필요정보 시스템 (협력부처/기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1일필요접종수
(수급현황모니터링) DUR (보건소, 시청/구청) 

백신조달상황현황
백신조달상황관리시스템
(조달청, 구청/시청)

자원관리과 참여의료인수 (의사, 간호사) (의료협회, 공공의료기관)

지자체
(구청/시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보건소인력관리
(동원인력수: 의사, 간호사, 행정) 
(기타인력: 119 및경찰)

대응인력 (소방청, 경찰청)
인력팀현황 (질본, 보건소)
DUR (보건소수급현황및
부족분재분배: 보건소)

지자체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백신접종완료및부족수 (/일별) DUR (구청/시청)

조달청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과 백신 (생산업체) 및주사기
소요량/ 일별

백신조달상황관리시스템
(질본, 구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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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백신 생산 및 접종수 누적
(생산에서 유통 및 수급까지 1-2일 고려)

일별 접종수 백신생산수
-2 1,210,030
-1 2,419,830
1 1,198,390 3,629,400
2 2,404,280 4,838,740
3 3,603,776 6,047,850
4 4,808,918 7,256,730
5 6,009,896 8,465,380
6 7,216,386 9,673,800
7 8,423,015 10,881,990
8 9,630,117 12,089,950
9 10,837,926 13,297,680
10 12,045,931 14,505,180
11 13,255,038 15,712,450
12 14,464,019 16,919,490
13 15,672,528 18,126,300
14 16,880,321 19,332,880
15 18,088,413 20,539,230
16 19,295,414 21,745,350
17 20,503,809 22,951,240
18 21,711,228 24,156,900
19 22,919,045 25,362,330
20 24,125,953 26,567,530
21 25,333,435 27,772,500
22 26,540,299 28,977,240
23 27,745,193 30,181,750
24 28,950,194 31,386,030
25 30,154,822 32,590,080
26 31,357,740 33,793,900
27 32,559,159 34,997,490
28 33,761,176 36,200,850
29 34,963,216 37,403,980
30 36,165,119 38,606,880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부처 부서 업무/필요정보 정보 (협력부처/기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응급의료기관수
(부작용 격리에 필요한
병실)

(의료협회, 공공의료기관, 
병원협회)

식약처
백신검정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
원)

백신 부작용 보고
(1일 부작용 건수)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KAERS)
(보건소, 질본)

지자체
(구청/시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대응인력관리
(환자 이송)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백신 부작용 보고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KAERS)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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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BIP 분석설계

요건인터뷰 관련자료수집 데이터변환및분류

인터뷰 자료수집 데이터정제 데이터업로드

분석 설계

•

•

•

•

시각화구현

•

•

•
• 이슈와니즈분석 –인터뷰, 
자료조사서, 질의서활용

.

.

.

데이터공유포탈 기능을

활용하여데이터 협업진행

정제된데이터를 업로드하여

공유및활용

활용

•

•

GIS 분석을
위해
다양한
레이어
분석이
필요

지도레이어

시설물레이어

감염병발생 레이어

날씨레이어

지역레이어

데이터
동기화

40

BIP 소개

위기소통 협력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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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IP 주요기능

42

데이터모델링활용예시

감염병정보공유및전달절차(예시)

상황 Outbreak
사전검토및정의
(각부처및정보)

정보수집 프로세스정의
감염병정보제공
(이메일및포털)

감염병융합정보공유예시 담당자BIP 보유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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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향후로드맵

44

공통활용정보목록

구분 영역 내용 출처 수집기간

공개정보

법정 감염병 감염병발생통계정보 감염병포털
2017년01월 ~ 

20202년08월

가축 전염병 지역별가축전염병발생건수및가축마리수통계정보 가축방역시스템
2017년01월 ~ 

20202년07월

식중독 발생 지역별식중독발생건수및발생환자수통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외래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수통계정보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년01월 ~ 

20202년08월

코로나 발생 국내코로나발생정보 DS4C (Data Science for COVID-19) Project
2017년01월 ~ 

20202년06월

요양기관 정보 전국요양기관상세정보및의료인력, 병상수정보 보건의료빅데이터 2019년 기준

선별 진료소 정보 전국선별진료소상세정보 보건복지부 2020년07월기준

학교 정보 전국초,중,고등학교 상세정보 공공데이터포털 2020년07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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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 구동시현



Session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신종감염병 감시 및 확산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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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Speaker)

정선영
중앙대학교 / 교수

2010 서울대학교 약물역학 의학박사

2007 서울대학교 약물역학 의학석사

2005 이화여자대학교 약학 학사

2020-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2017-2020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2018-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활용 비상근 전문위원

2012-201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팀 책임연구원/차장

2009-201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사

2007-20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경력사항

학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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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패널 : 김미영(질병관리청), 이재갑(한림대학교), 손우식(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원석(고려대학교)

감염병 감시와 확산방지 강화를 위한 R&D 방향
좌장 : 우준희 교수 (노원을지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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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시와 확산방지 강화를 위한 R&D 방향
좌장 : 우준희 교수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우준희
노원을지대학교병원/교수

좌장 (Chair)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1983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

1980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2020-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

2019- 대한내과학회 회장

2019- 대한의진균학회 회장

2015-2017 대한백신학회장

2013-2015 대한항균요법학회장

2011-2013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장

2008-2009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2008-2011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장

2003-2004 Harvard Medical School, exchange Professor

1996-2020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1989-1996 순천향대학병원 감염내과 조교수부교수

1987-1989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임상강사

경력사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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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과장

패널 (Panel)

2019.5 ~ 2020.9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2020.9 ~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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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Panel)

이재갑
한림대학교/교수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학 박사

2003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학 석사

1999 고려대학교 의학과

2020-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장관) 코로나 19 자문특보단

2020-현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국제질병퇴치기금 민간위원

2019-현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특임이사(정책관련)

2019-현재   대한항균요법학회 기획이사

2015-현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부교수, 감염관리실장

2015   에볼라 긴급구호대 2진 대장

2015 메르스 즉각대응팀 위원

2009-2015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조교수, 감염관리실장

2008-2009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연구전임강사, 감염관리실장

2007-200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임상강사

경력사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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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식
국가수리과학연구소/팀장

패널 (Panel)

2007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박사(비선형동역학) 

2002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2000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2012-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9-2012      서강대학교 서비스시스템공학연구단 연구원

2007-2009 서강대학교 양자혼돈응용연구단 연구원

2006-2007   배재대학교 광혼돈제어연구단 연구원

경력사항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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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Panel)

최원석
한림대학교/교수

200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

200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석사

20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2020-현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

2020-현재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위원장

2020-현재   경기도 코로나 19 전문가 자문위원

2019-현재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자문위원

2019-현재   대한항균요법학회 학술위원, 대한항균요법학회 교육이사

2019-현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감염학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2017-현재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민간전문가

2016-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2016-현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2016-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감염내과 부교수

2012-현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분과위원

2012-현재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위원(간사)

2011-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전문간사)

2017-2018 Visiting scholar in University of Pittsburgh

2017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2015 경기도 메르스중점치료센터 부센터장

2015-2017 대한화학요법학회(現 대한항균요법학회) 기획이사

2014-2017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

2009-20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실무자문단

2008-201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료원 감염내과 임상강사, 조교수

2007-2008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연구원

경력사항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