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1차 공개 활용 신청 시스템 안내서

1. 목적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환자정보관리단 및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소중히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상역학정보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공개항목 참고)

2. 정보 공개 기준
가. 정보 범위
-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해제가 모두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익명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적정성 평가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합동으로 발행(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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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개항목

항목(분류)
1. 확진자
기초자료

2. 신체 지수
3. 초기 검진
소견

세부 변수
연령대, 성별, 사망/격리해제 여부, 신고일부터
사망/격리해제일까지의 기간, 임신 여부(임신 주수)

키, 몸무게

수축기/이완기 혈압, 심박수, 체온
발열(History of fever, ≥37.5℃), 기침(Cough), 객담(Sputum production),
인후염(Sore

4. 입원시 임상
소견

throat), 콧물(Runny nose/Rhinorrhea),

근육통(Muscle

aches/Myalgia), 피로/권태(Fatigue/Malaise),

호흡곤란(Shortness
의식장애(Altered

of breath/Dyspnea), 두통(Headache),

consciousness/ confusion),

구토/오심(Vomiting/Nausea), 설사(Diarrhea) 여부
5. 동반질환 및
과거력

당뇨, 고혈압, 심부전, 만성 심장 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암, 만성 간질환,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 치매 등
사용병상 (중환자실, 일반병실)

6. 사용병상 및

임상 중증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 치료

임상중증도

불필요, 비관 산소 치료, 산소 마스크, 비침습 인공호흡기,
침습 인공호흡기, 다기관 손상/에크모, 사망)

7. 일반혈액검사

Hgb(hemoglobin), Hct(hematocrit), Lymphocyte, PLT(platelets),
WBC(whole

bloo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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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사용자지침서 참조)

① (신청안내) 질병관리본부(cdc.go.kr) 홈페이지 배너, 공지사항
· 정보 공개 신청 안내(활용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② ∼ ③ (정보 공개 신청) - 사용자 지침서 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회원 가입
· 권한 신청(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활용 신청 시스템)
· 권한 승인 후 시스템을 이용, 심의 신청
: 자료 활용 시작 전 연구자 해당 기관 IRB 심의
④ (정보 공개 활용 심의) 「코로나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 심의
⑤ ∼⑥ (정보 공개 및 열람·분석)
· 원격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충북 오송 및 서울 용산)
<주의사항>

* 신청 단계에서는 IRB 심의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나, 코로나19 환자정보공개활용위원회
심의 통과 후 데이터 활용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IRB심의결과는 필수사항입니다.
* 가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관련 부서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 사용자가입(1644-1407), 공인인증서 로그인(1644-1407)
*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접수번호, 연구과제명,
연락처를 표기하여 covid19info@korea.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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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코로나19 환자정보공개활용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진자 임상
역학정보 공개 활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

* 내·외부 10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학제, 지역간 위원 수 고려, 위원의 심의신청
제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 제공방법
- 심의에 통과된 연구자에게 익명화된 정보를 보안이 확보된 폐쇄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물만 제공(추후 안내 예정)

* 원격 분석(질본 원격분석시스템을 활용)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국립인체자원
은행 5채널(충북 오송),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 센터 20채널(서울))

6. 제공/분석 후 준수사항(정보공개 성과물 공유 원칙)
- 연구결과물 공개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송부(covid19info@korea.kr)
- 모든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출판물에 게재 또는 게시
- 연구결과물에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활용 Acknowledgement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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