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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 정보에 대한 Infographic 제공 방법 개발을 제안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코로나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open API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Text 형식으로 제공되는 코로나-19 정보를 다양한 

Infographic 방법으로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키워드: 인포그래픽(Infographic), 코로나-19(COVID-19), 대륙(Continent), 확진자(Comfirm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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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지속적으

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현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개발자와 각 기업에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코로나 확진자 정보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질병관리본부 내지 보건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안전부

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Open API를 이용하여 

대륙별,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웹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발생 국가의 주간동향이

나 단순 확진자, 사망자 수를 간단한 Graph나 Text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눈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개발자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단순 Text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Infographic을 사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III. The Proposed Scheme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Open API [3]에서 제공한 XML Format의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jQuery를 사용하여 각 Tag 별로 지정된 데이터 

값을 대륙별, 국가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확진율 대비 사망률 

등의 데이터를은 ArrayList에 저장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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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Preprocessing

    

다음과 같은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Infographic을 작성한

다. Fig. 2는 위의 전처리된 영문 국가명,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확진자 수의 상대적인 값에 따라 

색상 그러데이션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제공한다.

Fig. 2. Global Infograhpic

Fig. 3는 위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X축은 확진자 수, 

Y축는 사망자 수로 지정하여 대륙별로 분류한 것이다. 해당 국가를 

Hover할 경우 설정된 데이터가 Text 형식으로 제공되며, 제작된 

Infographic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호주가 압도

적인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음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3. Infographic in terms of Continent

이와 같이 Open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Infographic 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 전 처리 방법을 제외하고도 

DB Connection, Crawling 등이 있으므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제작한다면 높은 활용 도를 기대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웹 기반으로 개발한 infographic 방안은 웹 사이트 

및 source를 공개하였다 [5,6]. 제시한 Infographic을 통해 국가별, 

대륙별 코로나-19 정보를 Text 형식의 데이터 대비 빠르고, 보기 

쉽게 제시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에는 인접 국가간 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간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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