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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B A C K G R O U N D  

의료자원의 부족 

현재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극

단적인 상황이라면, 적절한 자가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검사 조차도 필요

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심 증상시 자가 격리만 준수할 수도 있다. 또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

은 환자를 빠르게 선별하여 입원 치료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

다. 즉,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중증도 분류 기법 

현재의 중증도 분류 기법은 고위험군을 나열하는 것이 주 이며, 코로나에 특정적이지 않은, 일반

적인 분류법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미국 CDC의 경우 Priority group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검사

가 필요한 환자들을 나열하고 있다1. 또한, 입원할 환자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추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2. 국내의 경우 이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4월 12일기준 가장 최신 중증도 분류 기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7-4판이다3. 

기본적으로 MEWS (modified early warning scor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고위험

군 환자들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근거 기반 예측 모델의 수립 방법 

기존의 방법으로 COVID-19 환자에 가장 적합하게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임상 연구를 준비하고, 환자를 모집한 뒤 

환자의 예후를 종합하고, 분석한 뒤 정제하여 peer-reviewed 논문으로 정리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겠지만, 현재와 같이 정

확도보다는 적시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1 Criteria to Guide Evaluation and Laboratory Testing for 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clinical-criteria.html. 
2 Clinical Questions about COVID-19: Questions and Answers, Treatment and Managemen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faq.html#Treatment-and-Management.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7-4판,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8&ncvContSeq=1712. 



중점 
M I S S I O N  

 

지속 업데이트되는 근거 기반 중증도 예측 모델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증도 예후 예측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플랫폼을 개발

한다.  

앱을 이용하여 중증도 예측 결과 제시 / 데이터 수집 

환자용앱(COVID-19 : CheckUp) 과 의료진용앱(COVID-19 : Physician)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를 입력하면, 그 환자의 데이터에 따른 예후 예측 결과를 제시해준다. 동시에, 이렇게 수집된 데

이터는 위의 근거 기반 중증도 예측 모델을 개선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비대면 환자 상태 확인 (예후 예측값 악화 확인) 

환자용 앱을 통해 사용자가 기록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매칭된 의사에게 전달되므로, 입원 여부와 

관련없이 환자의 증상을 확인가능하다. 증상을 확인할 뿐 아니라, 예후 예측 모델에 따른 결과값

을 제시받아,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가능하다. 

개발도상국 적용 

이런 시스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의료 자원이 가장 부족한 개발도상국일 것이다. 상대적으

로 의료 자원이 풍족한 선진국의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완성도 높은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도

상국에 이를 적용하여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통한 사망률 감소가 최종 목표이다. 

 

 

  



서비스 소개 
S E R V I C E  I N T R O D U C T I O N  

COVID-19 CheckUp (환자용 앱) 

https://docl.org/checkup/ 

 

메인 화면 

l 기록에 따른 예후 예측 결과를 표시 

l 이전 기록 조회 기능 

 

  



 

 

 

 

기본 정보 수집 화면 

l 최초 접촉 2회 까지만 보이는 화면  

l 변하지 않는 환자의 고정변수를 수집 

l 수집하는 항목 

n 성별, 생년월일 

n 과거력 : 심혈관질환,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만성간질환, 

혈액암, HIV, 자가면역질환, 당뇨, 고혈압 

n 이식 과거력, 면억억제제 복용, 

항암화학요법, 임신중 

n 흡연력 

n 키, 몸무게 

n 신체자유도 (장애도) 

 

  



 

 

 

 

매일 정보 수집 화면 

l 수시로 수집하는 정보 

l 증상, 체온 등 변하는 정보를 수집 

l 수집하는 항목 

n 자가격리 / 확진검사 여부 

n 확진환자와 접촉력 / 위험지역 여행력 / 

가족 확진력 / 가족 자가격리 여부 

n 해열제, 진통제 복용여부 

n 체온측정 여부 / 체온 

n 증상 : 폐렴 진단력, 기침, 가래, 콧물, 

후각상실, 가슴통증, 설사, 구토, 숨참, 열감, 

오한, 근육통, 두통, 피곤함, 인후통 

  



 

 

 

 

결과 화면 

l 근거 기반 모델에 따른 예후 예측 결과 제시 

l 위험도에 따른 지침 제시(예정) 

 

 



COVID-19 Physician (의료진 앱) 

 

 

메인 화면 

l 환자 명단 확인 

n 확진 여부 / 입원 여부에 따라 필터 가능 

l 새로운 환자 등록 화면 

  



 

환자 조회 화면 

l 환자 상태 확인 

n 좌측 섹션을 통해 환자가 입력한 증상 기록 확인 

n 중앙 섹션에서 병원에서 수집한 데이터값 입력 

u PCR 검사 결과 

u 기본 정보 (환자 입력 대비 확인, 추가) 

u 활력징후 (산소 투여 포함) 

u 혈액 검사 결과 

u 입원 여부 (ICU 포함) 

u 치료 방법 

u 영상 검사 결과 

n 우측 섹션에서 입력한 데이터에 따른 예후 예측 결과 확인 

(4월 말 예정) 

u 환자용 앱 예측 모델보다 더 정교한 모델 



데이터 입력용 API (병원용) 

혈액 검사 결과등 많은 양의 환자 데이터를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직접 서버로 전

송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토콜 

예) PCR 검사 결과를 자동 전송 

 

 



현재 진행 상황 
P R O G R E S S  

 
 

1. Expert-opinion based 2 종 앱 (CheckUp & Triage Classic) – 완성 

l 3/2 Triage app 완성 

i.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환자 중증도 분류를 쉽게 해주는 앱 

l 3/6 CheckUp app 완성 

i. 선별진료소에서 어떤 때에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침 제시 

 

2. 환자용 앱 (CheckUp App) 제작 – 완성 

l 환자 증상 및 과거력 수집 

l 위험도 결과에 따라 추이 확인 가능 

l 증상 및 과거력에 따라 예후 예측 결과 제시 (근거 기반 모델)  

 

3. 의료진용 앱 (Physician’s App) 제작 – 모델 제외 완성 (4/20 기준) 

l 환자가 자가 입력한 증상 및 예측 결과 확인 

l 환자의 병원 생성 데이터 기록 

l 모든 기록을 종합한 예후 예측 결과 제시 (근거 기반 모델) – 예정 

 

4. 환자용 앱을 위한 예후 예측 모델 – 1 차 모델 완성 

l 환자의 과거력 및 기본정보, 증상에 따른 중증도 예후 예측 모델 

l 300 여명 확진 환자 데이터를 이용한 1 차 모델 AUC : 0.955 
l 인공지능 모델 완성, 90% 예측도 

 

5. 의료진용 앱을 위한 예후 예측 모델 – 데이터 수집 완료 

l 생체 징후, 혈액 검사등을 이용한 예후 예측 모델 

l 현재 데이터 수집 완료, 분석중 – 4 월 21 일 완성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