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을 사용해 
코로나19와 싸우기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주도하기 위해 버지니아 주 보건부(VDH)는 버지니아 주의 공식 
코로나19 노출 알림 모바일 앱인 COVIDWISE를 2020년 8월 5일에 출시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버지니아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Apple/Google BLE(Bluetooth Low 
Energy)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노출 알림 앱을 배포한 주였습니다.

COVIDWISE는 버지니아 주 보건부가 Google 및 
Apple과 제휴하여 만든 공식 버지니아 주 노출 
알림 시스템(ENS) 앱입니다. 이 무료 스마트폰 앱은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는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습니다. 
COVIDWISE는 BLE(Bluetooth Low Energy) 
기술을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빨리 알리므로, 친구와 가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버지니아 주에서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droid 또는 Apple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모든 
사람은 COVIDWISE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에게 
COVIDWISE 다운로드 및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COVIDWISE는 무엇인가요?

누가 COVIDWISE를 사용해야 하나요?

COVIDWISE.ORG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COVIDWISE 다운로드

App Store와 Google 
Play를 통해 무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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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WISE가 왜 중요한가요?

COVIDWI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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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WISE를 사용하는 버지니아 주민이 많아질수록 제때 노출 알림을 
받아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개인정보가 보호되나요?

COVIDWISE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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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WISE는 10~20분마다 변경되는 임의 Bluetooth 토큰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면 
임의 토큰이 익명으로 공유됩니다. 다른 앱 사용자가 제출한 양성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지난 14일 동안 교환된 임의 토큰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일치가 확인되면 COVIDWISE가 노출 날짜와 노출된 시간, 
근접 거리를 추산하는 데 사용되는 Bluetooth 신호 강도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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