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사실인가요

COVIDWISE Express는 앱 없이 대부분의 iPhone에 
설치된 iOS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노출 알림 솔루션이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 솔루션은 COVIDWISE 및 기타 노출 알림 
앱과 함께 작동하여 익명 토큰을 교환하면서 앱 버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COVIDWISE Express를 사용하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iOS 버전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iPhone 6s 이상: iOS 13.7 이상
•  iPhone 5s, 6 또는 6 Plus: iOS 12.5

iPhone의 설정에서 노출 알림(Exposure Notifications), 
노출 알림 켜기(Turn on Exposure Notifications)로 
이동합니다. 미국(United States)을 선택한 후 
버지니아(Virginia)를 지역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지시에 따라 온보딩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버지니아 주의 iPhone 사용자는 자신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주 보건부는 최근에 버지니아 주의 iPhone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노출 알림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COVIDWISE Express를 공개했습니다.

COVIDWISE Express는 무엇인가요?

COVIDWISE Express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COVIDWISE.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단계별 COVIDWISE 
Express 설정 
가이드와 노출 알림 및 
코로나19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더 알아보려면 
COVIDWISE.ORG를 
방문하세요.



COVIDWISE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COVIDWISE Express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OVIDWISE와 COVIDWISE Express는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유한 
다른 앱 사용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알림을 표시합니다. 자신의 
노출 기록을 알면 더 효과적으로 자가 격리하고, 제때 치료를 받으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의 잠재적인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VIDWISE와 
COVIDWISE Express를 사용하는 버지니아 주민이 많아질수록 제때 노출 알림을 
받아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VDH는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노출 알림 
수신에 동의할지 결정하고,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진단 결과를 COVIDWISE 
Express를 통해 공유할지 여부도 직접 결정합니다. 위치 데이터나 개인 정보는 절대 
수집 또는 저장되거나 VDH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앱을 삭제하거나 노출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COVIDWISE Express는 10~20분마다 변경되는 임의 Bluetooth 토큰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COVIDWISE Express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iPhone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면 임의 토큰이 익명으로 공유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제출한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지난 14일 동안 교환된 임의 토큰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일치가 
확인되면 COVIDWISE Express가 노출 날짜와 노출된 시간, 근접 거리를 추산하는 
데 사용되는 Bluetooth 신호 강도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COVIDWISE.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이미 COVIDWISE 앱을 다운로드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COVIDWISE와 COVIDWISE Express가 왜 중요한가요?

내 개인정보가 보호되나요?

COVIDWISE Express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