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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대응전략 전환의 일환으로 국민참여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체계를 2월 7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체계 도입 후 역학정보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 조사항목별 등록률 및 일치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입 후 3주간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 첫 주 55.9%, 도입 후 3주차 78.0%로 증가하여 도입 첫 주 대비하여 3주차 등록률이
1.4배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기입식 조사서 주차별 등록률은 남성과 여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20∼29세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9세 등록자 중 84.5%가 자기기입식으로 등록하였다. 자가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은 30∼39세 84.0%,
40∼49세 83.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서 항목 중 검사일, 증상 유무, 증상발생일, 기저질환, 선행확진자 관계, 추정 감염장소,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에 대한 입력 충실도는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이전 96.2%, 도입 이후 93.5%이었다. 도입 이후 등록률이 상승한 항목은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이었다. 예방접종 관련 항목(예방접종차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예방접종일)에 대해 실제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율을 확인하였을 때, 기존 면담식 조사 98.1%,
자기기입식 조사 97.5%로 확인되었다.
자기기입조사서 도입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지만, 전체 등록률이 상승한 것으로 볼 때, 현장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목별 등록률 및 일치율의 경우 도입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확진자 발생 증가를 고려해볼 때 비교적 잘 입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직접 연계가 가능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으로 조사시간 단축, 보건소 업무 경감을 통해 확진자 집중관리 도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본 결과는 도입 초기 3주간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인 역학정보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 및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 검색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기기입식조사서, 역학조사 간소화, 등록률

들어가는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속됨에
따라 방역대응전략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확진자를

첫 보 고된 이후,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면담식 조사 후, 내용을 수기로

전수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12월 2일 코로나19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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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함에 따라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도입 후 2월 2주차(2월 7일 0시부터 2월 14일 0시까지) 1주간

과중되어 확진자 신고 누락 또는 관리 지연 등 일부 사례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조사항목의 입력 등록률을

발생하였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직접 입력하는

비교하였다. 항목별 등록률은 항목별로 입력된 데이터가 얼마나

국민 참여형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체계를 2022년 2월 7일부터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나타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도입하여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정보를 입력·제출하도록 하였다.

포함한 주요 항목은 검사일, 증상유무, 증상발생일, 기저질환 유무,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의 절차는 ①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가

선행확진자와의 관계, 추정감염장소,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으로

자기기입식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 후, ② 확진자에게 모바일을

선정하였다. 또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전에는 대면 또는 비대면

통해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입력용 URL주소를 문자로 발송하면,

면담식 역학조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기존의 방식과 자기기입식

③ 확진자 스스로 역학조사 항목 내용을 입력하여, ④ 저장·제출하는

조사 방식의 항목별 등록률의 비교하였다.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⑤ 보건소는 확진자가 저장한 내용을

3) 항목별 일치율

확인하고, ⑥ 추가 조사 필요 항목에 대해 최종 확인·승인 및
등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관련 보건소 업무 경감이
기대되었다.

확진자 조사서와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조사항목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 능한 항목으 로서 조 사서 상 입력된 예방접종 관련

이 글에서는 개편된 확진자 조사체계 도입 후, 등록률, 항목별
등록률, 항목별 일치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항목(예방접종차수, 백신 종류, 예방접종일)이 실제 예방접종시스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일치율은 기입된 정보가 실제
정보에 맞게 입력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몸말

기존의 면담식 조사와 새로 도입된 자기기입식 조사의 일치율을

1. 분석 방법

같다.

비교하였다. 주차별 등록률, 항목별 등록률, 일치율 계산식은 표 1과

2. 주요 결과

1) 주차별 등록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2022년 2월 7일 0시부터 2월
28일 0시까지 3주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주차별 등록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대별)에 따른 주차별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을
비교하였다.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후 3주간 자기기입식 조사서 주차별
등록률은 주차별로 점차 상승하여 2월 2주차 55.9%에서 2월 4주차
78.0%로 도입 첫 주 대비 3주차 등록률이 1.4배 증가하였다. 전체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은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이전 시기인
1월 4주차와 비교했을 때, 도입 이전 84.9%에서 도입 이후 최고
107.9%1)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

2) 항목별 등록률

상승과 함께 미등록자 수는 감소하고 전체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이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전의 1월 4주차(1월 23일 0시부터
1월 30일 0시까지) 1주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을 주차별로

확진자 조사서의 조사항목 입력 등록률과 자기기입식 조사서

1) 확진자 조사서 등록자 수는 주간 확진자뿐 아니라 그 이전 확진자도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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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차별 등록률, 항목별 등록률, 일치율 계산식
항목명

등록률

항목별
등록률

계산식
주간(일~토)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자수

주차별 등록률

주간(일~토) 확진자 수

검사일

1-

증상 유무

1-

증상발생일

1-

기저질환

1-

선행확진자 관계

1-

추정 감염장소

1-

가족(동거인) 접촉자

1-

검사일 미기입 또는 확진일 이후로 기입된 건수
전체 등록건수
증상 유무 항목이 미입력된 건수
전체 등록건수
확진일로부터 14일보다 이전으로 기입된 건수
증상발현일이 입력된 건수
기저질환명 미기입 건수
기저질환 있음으로 입력된 건수
접촉한 확진자와의 관계 미기입 건수
확진자 접촉력 있음으로 입력된 건수
중분류는 기입, 소분류는 미기입된 건수
추정감염장소 입력 건수
가족(동거인) 인원수 0명 또는 미기입 건수
가족(동거인) 있음으로 입력된 건수
실제 예방접종차수와 일치된 건수

예방접종차수

항목별
일치율

예방접종차수가 입력된 건수
실제 예방접종 백신종류와 일치된 건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예방접종 백신종류가 입력된 건수
실제 예방접종일과 일치된 건수

예방접종일

예방접종일이 입력된 건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은 2월 2주차

자기기입식으로 등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30∼39세 84.0%,

남성 53.4%, 여성 53.3%, 2월 3주차 남성 70.9%, 여성 70.4%, 2월

40∼49세 83.3% 순이었다. 주차별로 등록률 증가의 폭이 큰

4주차 74.9%, 73.9%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등록률은 주차별로 큰

연령층은 75세 이상, 12세 미만 순이었다. 75세 이상은 2월 2주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3.6%, 2월 4주차 22.5%로 1.7배 증가, 12세 미만은 2월 2주차

연령대에 따른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대 모두 주차별로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 증가 양상을

54.6%에서 2월 4주차에 80.8%로 약 1.5배 증가하였고, 30∼39세는
2월 2주차 57.2%, 2월 4주차 84.0%로 1.5배 증가하였다(표 2).

보였다. 전체 확진자 조사서 중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이 가장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이전 1주일(1.23.∼1.29.)과 이후

높은 연령대는 20∼29세였으며, 20∼29세 등록자 중 84.5%가

1주일(2.7.∼2.13.)간의 항목별 등록률을 비교하였다. 주요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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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식 조사서 등록자수
전체 조사서 등록률

104.8*

자기기입 조사서 등록자수

107.9*

104.9*
100.0

84.9
자기기입식 도입

76.2

78.0

80.0

60.0

55.9

등록률(%)

확진자수(명)

미등록자수
자기기입 조사서 등록률

40.0

20.0

0.0
1월 4주차

2월 2주차

2월 3주차

2월 4주차

(1.23-1.29)

(2.7-2.12)

(2.13-2.19)

(2.20~2.26)

* 확진자 조사서 등록자 수는 주간 확진자 뿐 아니라 그 이전 확진자도 포함될 수 있음

그림 1. 자기기입식 조사체계 도입 전·후 주차별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 현황(1.23.~2.26.)

대한 등록률의 평균은 도입 이전 96.2%, 도입 이후 93.5%이었다.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이었으며 면담식 조사서 등록률이 높은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입 이전보다 도입 이후 등록률이 증가한

항목은 증상발현일, 선행확진자 관계, 추정감염장소 항목이었다

항목은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 1개였으며, 그 외 다른 항목은

(표 3).

도입 이후 감소하였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검사일 항목은 도입

예방접종 관련 항목(예방접종 차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이전 99.6%, 도입 이후 93.4%이었고, 증상 유무 항목은 도입 이전

예방접종일)에 대하여 실제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얼마나

99.9%, 도입 이후 96.5%, 증상발현일 항목은 도입 이전 99.9%,

일치하는지 항목별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예방접종 관련 항목의

도입 이후 97.2%이었으며, 기저질환 항목은 도입 이전 98.2%, 도입

평균 일치율은 도입 이전 98.1%, 도입 이후 95.6%였고, 항목별로

이후 97.6%, 선행확진자 관계 항목은 도입 이전 99.9%, 도입 이후

보면 예방접종 차수는 도입 이전 98.2%, 도입 이후 95.0%, 예방접종

95.3%이었다. 추정 감염장소 항목은 도입 이전 77.8%, 도입 이후

백신 종류는 도입 이전 98.0%, 도입 이후 96.5%, 예방접종일은 도입

74.9%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은

이전 98.2%, 도입 이후 95.2%이었다. 또한 도입 이후 등록된 확진자

도입 이전 99.2%, 도입 이후 99.8%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면서

조사서 중,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면담식 조사서의 항목별 일치율을

유일하게 도입 이후 등록률이 증가된 항목이었다.

비교하였을 때,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항목 일치율이 평균 97.5%인

또한 도입 이후 등록된 확진자 조사서 중,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반면, 면담식 조사서 항목 일치율 평균은 93.6%이었다. 예방접종

면담식 조사서의 항목별 등록률을 비교하였을 때, 자기기입식 조사

관련 모든 항목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일치율이 면담식 조사

등록률은 93.3%, 면담식 조사서는 평균 94.2%이었다. 자기기입식

보다 높았다(표 3).

조사서 등록률이 높은 항목은 검사일, 증상 유무, 기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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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차별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
단위 : 등록 건수(%)

2월 2주차
(2.7.∼2.12.)

2월 3주차
(2.13.∼2.19.)

2월 4주차
(2.20.∼2.26.)

구분
확진자 조사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확진자 조사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확진자 조사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298,137 (100)

159,164 (53.4)

608,229 (100)

429,415 (70.6)

1,020,899 (100)

759,449 (74.4)

남

144,971 (100)

77,458 (53.4)

293,602 (100)

208,047 (70.9)

486,669 (100)

364,616 (74.9)

여

153,166 (100)

81,706 (53.3)

314,627 (100)

221,368 (70.4)

534,230 (100)

394,833 (73.9)

12세 미만

40,754 (100)

22,263 (54.6)

103,518 (100)

78,405 (75.7)

175,865 (100)

140,639 (80.8)

12∼19세

37,627 (100)

21,879 (58.1)

73,061 (100)

54,449 (74.5)

100,400 (100)

78,964 (78.6)

20∼29세

63,981 (100)

38,647 (60.4)

105,887 (100)

82,672 (78.1)

160,123 (100)

135,324 (84.5)

30∼39세

43,939 (100)

25,112 (57.2)

92,213 (100)

71,545 (77.6)

159,549 (100)

133,998 (84.0)

40∼49세

45,344 (100)

26,587 (58.6)

98,235 (100)

76,861 (78.2)

167,730 (100)

139,663 (83.3)

50∼59세

32,392 (100)

16,485 (50.9)

66,124 (100)

43,182 (65.3)

117,870 (100)

82,147 (69.7)

60∼74세

24,939 (100)

6,942 (27.8)

52,178 (100)

18,805 (36.0)

105,354 (100)

41,049 (39.0)

75세 이상

9,161 (100)

1,249 (13.6)

17,013 (100)

3,496 (20.5)

34,008 (100)

7,665 (22.5)

계
성별

연령대

맺는 말

973,077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서 등록률은 약
1.2배 상승(1월 4주차 84.9%→2월 4주차 104.9%) 한 것으로 볼 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입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본격화되면서 전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기로 작성한 역학 조사서로 확진자

대응한 방역 대응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 하나로 확진자

관리 업무가 가능하였으나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 등록이 되어야

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하고 모바일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률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도입을 통해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역학정보 관리체계를 2월

추정하였다. 참고로 전체 조사서 등록률이 100% 이상을 보이는

7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도입 후 3주간의 등록 현황을 주차별

이유는 보건소 업무에 따라 이전 확진자도 다음 주차에 등록할 수

등록률, 항목별 등록률, 일치율을 분석·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있어 등록자수에 이전 확진자 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도입 첫 주 등록률 55.9%에서 도입 3주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기입식 조사서 주차별 등록률은

등록률 7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이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전체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있었다. 20∼29세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가장 높게 등록한

확진자 수가 도입 이전에 비해 11.5배(1월 4주차 84,461명→2월 4주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9세 등록자 중 84.5%가 자기기입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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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기입식 조사 체계 도입 전·후 항목별 등록률 및 일치율
단위 : 건수, %

(구)기초역학조사서
1.23.∼1.29.

구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2.7.∼2.13.

면담식 조사

소계

자기기입식 조사

면담식 조사

등록자수

%

등록자수

%

등록자수

%

등록자수

%

71,697

84.9

334,739

98.2

187,448

55.0

147,291

43.2

-

96.2

-

93.5

-

93.3

-

94.2

검사일

71,697

99.6

334,739

93.4

187,448

94.2

147,291

92.4

증상 유무

71,697

99.9

334,739

96.5

187,448

99.8

147,291

92.4

증상발현일

58,689

99.9

255,456

97.2

147,793

95.1

107,663

99.4

기저질환

10,737

98.2

57,615

97.6

24,951

99.6

32,664

95.6

선행확진자
관계

42,038

99.1

169,636

95.3

103,368

92.6

66,268

99.5

추정 감염장소

62,170

77.8

246,525

74.9

168,359

72.2

78,166

80.6

가족(동거인)
접촉자

57,806

99.2

252,656

99.8

152,186

99.9

252,656

99.6

-

98.1

-

95.6

-

97.5

-

93.6

71,003

98.2

310,459

95.0

185,477

96.9

124,982

93.0

1차: 55,632
2차: 54,306
3차: 18,712

98.0

1차: 245,767
2차: 114,278
3차: 110,396

96.5

1차: 148,393
2차: 63,921
3차: 62,001

97.5

1차: 97,374
2차: 50,357
3차: 48,395

95.4

전체
등록률
주요 항목
평균
등록률

일치율
평균 일치율
예방접종
차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예방접종일

98.2

95.2

98.0

92.4

등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순서는 30∼39세 84.0%, 40∼49세

도입 이후 93.5%로 도입 이후 다소 낮았지만, 이전 대비 확진자

83.3% 순이었다. 이는 모바일 조사 시스템에 익숙한 연령대이기

발생 수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양호하게 입력되고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주차별로 등록률 증가의 폭이 큰 연령층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항목별 등록률을 살펴보면 도입

75세 이상, 12세 미만 순이었다. 75세 이상은 2월 2주차 13.6%,

이전보다 도입 이후 등록률이 증가한 항목은 가족(동거인) 접촉자

2월 4주차 22.5%로 1.7배 증가, 12세 미만은 2월 2주차 54.6%에서

항목이었는데, 이는 현재 방역 대응 전략의 변경에 따라 조사

2월 4주차에 80.8%로 약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호자가 대신

대상 접촉자가 가족(동거인)이기 때문에 수집 항목의 활용 정도가

입력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높음에 따라 등록률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식

조사서 항목 중 검사일, 증상 유무, 증상발생일, 기저질환

조사서 보다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률이 높은 항목은 검사일,

유무, 선행확진자와의 관계, 추정 감염장소, 가족(동거인) 접촉자

증상 유무, 기저질환, 가족(동거인) 접촉자 항목이었는데 확진자의

항목에 대한 입력 충실도는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이전 96.2%,

진술 기반으로 조사되는 항목의 특성상 더 잘 등록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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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항목들은 병상 배정과 관련된 항목으로
효율적인 병상 배정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기존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는 ‘기초역학조사서’라는

예방접종 관련 항목(예방접종 차수, 예방접종 백신 종류,

명칭으로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예방접종일)에 대한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관련 항목의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평균 일치율은 도입 이전 98.1% 대비 도입 이후 95.6%로 다소
낮았으나, 도입 전·후 일치율의 차이가 확진자 증가 대비하여 다소

진행되었으며, 입력률은 1월 4주차 기준 전국 평균 84.9%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경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 기입식으로도 효과적으로 입력되고

2022년 2월 7일부터 확진자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도입 이후 등록된 확진자 조사서 중,

자기기입식 조사서 입력용 주소(URL)를 전송하면 확진자가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면담식 조사서의 항목별 일치율을 비교하였을

스스로 입력하여 저장·제출하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체계가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확진자 수는 11.5배 증가하였으나,

때, 모든 항목에서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일치율이 면담식 조사보다

전체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은 이전 대비 1.2배 상승하였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확진자 진술 기반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 등록자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모바일 조사에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력하는 것이 조사자가 면담을 통해

익숙한 20∼40대였고, 자기기입조사서 항목별 등록률은 93.3%,
항목별 일치율은 97.5%였다.

입력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방역 상황을 비추어 볼 때,

③ 시사점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직접 연계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은

도입은 조사 시간 단축, 보건소 업무 경감을 통한 확진자 집중관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역량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동되었으며

도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산화된 정보 수집으로

조사 시간 단축, 등록률 향상, 확진자 집중관리에 기여하였다.

다음 단계 정보와 연계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다만, 본 결과는 도입 초기 3주간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참고문헌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속적인 확진자 조사서 등록률을
확인·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조사서 항목 조정 등 방역 정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 질병관리청. 코 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2.2.7. 보도참고자료
2.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차제용) 제 11판.
2022.2.10.
3.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6245(2021.11.29.).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협조 요청.

www.kdca.go.kr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