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휴대폰을사용하십시오
버지니아 보건부(VDH)는 COVID-19와의 싸움에서 앞장서기 위해 2020년 8월 5일에 버지니아의 공식 COVID-19 노출 알림 모바일
앱 COVIDWISE를 출시하게 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버지니아는 애플/구글 블루투스 저에너지 체계를 이용하여 노출
알림 앱을 배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COVIDWISE란?
COVIDWISE는 버지니아 보건부가 구글, 애플과 협력하여 만든 버지니아 노출 알림 시스템(ENS)의 공식 앱입니다. 이 무료 스마트폰 앱은 8월
5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모든 버지니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앱을 다운받으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없이 COVID-19와의 싸움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OVIDWISE는 블루투스 저에너지(BLE) 기술을 활용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친구 및 가족들의 위험을 줄이고 버지니아 주에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OVIDWISE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나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COVIDWISE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COVIDWISE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OVIDWISE가 중요한 이유는?
COVIDWISE는 COVID-19 양성 검사 결과를 공유한 다른 앱 이용자에게 당신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줄
것입니다. 노출 내역을 알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의 잠재적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COVIDWISE를 사용하는 버지니아인들이 많아질수록 적절한 때에
노출 알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VDH는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들은 노출 알림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COVID-19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 결과를 COVIDWISE에 공유할 것인지 여부는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위치 정보나
개인 정보는 VDH에 수집, 저장, 전송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앱을 삭제하거나 노출 알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COVIDWISE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COVIDWISE는 10-20분마다 바뀌는 임의 블루투스 키로 작동합니다. 이 앱이 설치된 휴대폰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이
임의의 키를 익명으로 공유합니다. 앱 이용자가 제출한 COVID-19 양성 결과로 지난 14일 동안 해당 휴대폰에서 마주친 임의의
키 목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키가 있을 경우, COVIDWISE는 노출 날짜, 노출 지속 시간, 근접도를 추정하기 위한
블루투스 신호 강도를 고려하여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COVIDWISE는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나요?
앱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OVID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COVIDWISE.org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WISE 사용 및 작동에 대한 문의는
covidwise@vdh.virginia.gov로 보내주십시오. 제휴 기회 관련 문의는 davids@madisonmain.com로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