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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접촉 추적앱 도입 추진현황
◆ 유럽 국가들은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완화 시
코로나19 확산 억제수단으로 감염자 접촉 추적앱 도입을 추진
◆ 영국은 자체 개발한 NHS앱(블루투스를 이용한 중앙집중식)을 시범운영 후
6월 중 도입 예정이며 여타 유럽 국가들은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
하고 있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분산저장식을 주로 채택할 예정

1. 도입 논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접촉 추적앱(contact-tracing
app)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

ㅇ 접촉 추적앱은 일정시간 이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특정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동
이용자의 밀접접촉자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수행
ㅇ 25개국 300여명의 전문가들은 공개서한(4.20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 없이 코로나19 접촉 추적앱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국민을 감시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 및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
Board)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접촉 추적앱 개발 지침 을 마련
* Guidance to ensure full data protection standards of apps fighting the pandemic
by European Commission(4.16일), Guidance on the use of location data and
contact tracing tool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4.23일)

ㅇ 동 지침에 따르면, 개발자는 수집된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며 위치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1/5)

2. 접촉 추적앱 도입 추진현황
접촉 추적앱 현황
□ 접촉 추적앱은 추적방식에 따라 위치추적식과 블루투스식으로, 수집자료의
보관장소에 따라 중앙집중식과 분산식으로 구분
ㅇ 위치추적식은 GPS 신호를 이용해 접촉자의 정확한 동선 추적이 가능
하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밀접접촉자의 블루투스 신호를
익명화하여 저장하는 블루투스식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짧은 송수신
거리(10m 내외)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짐
ㅇ 중앙집중식은 수집된 정보가 국가기관의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부 감시 우려가 있으나 분산식은 개인의 휴대폰에
접촉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개인정보 누출위험이 작음
접촉 추적앱 방식별 특징 비교
위치추적식
접촉자
추적방식

자료
보관장소

블루투스식

중앙집중식
분산식

-

특징
GPS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
개인의 민감한 위치정보를 이용
밀접 접촉자의 블루투스 신호를 익명화하여 저장
짧은 송수신 거리(10m 이내)로 동선 추적의 정확성이 떨어짐
사용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여 참여자가 많지 않을
경우 추적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질 가능성
국가기관의 중앙서버에 저장
보건당국의 확산경로 파악에 용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부감시 우려
사용자 휴대폰에 접촉 정보 저장
개인정보 누출위험 작음

□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에서 위치추적식이 많으며 유럽 국가 및 호주
등에서는 블루투스식을 주로 채택*
* 위치추적식의 경우 대부분 중앙집중식이며 블루투스식은 중앙집중식과 분산식으로 나뉨

국가별 코로나19 접촉 추적앱 도입방식
자료 보관장소
중앙집중식
분산식
한국, 중국, 대만, 아르헨티나,
위치추적식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접촉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1),
추적방식
블루투스식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주 : 1) GPS 신호를 이용한 위치추적식도 병행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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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입 추진현황

□ 영국 국립보건원(NHS; 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디지털혁신부서 NHSX(X
: user experience)는 Oxford 연구진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앱
(NHS앱)을 자체 개발하고 5월초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ㅇ NHS앱은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1.8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휴대폰 정보를 익명의 ID로 개인 휴대폰에 기록하고 앱 사용자가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판정을 받아 동 사실을 앱에 입력할 경우 최근
28일간 밀접접촉자 정보를 NHS서버에 전송하고 밀접접촉자에게 알림*
* 양측 기기 모두 휴대폰에 앱이 설치되고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알림 전송 시에는 이용자 동의 필요

ㅇ 동 추적앱은 5.4일부터 잉글랜드 남부의 와이트섬(Isle of Wight, 2018년
*

기준 인구 14만명)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음
* 5.18일 기준 약 6만명이 NHS앱을 다운로드

영국의 접촉자 추적앱(NHS앱) 작동방식
앱 설치
(우편번호, 나이, 성별
등 입력)

⇒

⇒

밀접접촉자 기록
(1.8m, 15분)

이용자 동의하에
NHS서버에 전송

⇒

코로나19 증상을
⇒ 보이거나 확진시
앱에 직접 입력

밀접접촉자 앞
경고 알림

유럽의 도입 추진현황
□ 금년 3월부터 유럽 국가들은 공동의 앱 규약(protocol) 마련* 등을 통해 접촉
추적앱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큰 진전이 없다가
구글과 애플의 접촉 추적앱 공동개발을 계기로 도입 추진이 가속화되는 상황
* 상호호환이 가능한 앱 개발을 위해 중앙집중식(PEPP-PT; Pan-European Privacy
-Preserving Proximity Tracing) 및 분산식(DP3T; Decentralised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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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글과 애플은 접촉 추적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자료제공 동의 등의 원칙하에 블루투스를 활용한 분산식
접촉 추적앱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겠다고 발표(4.10일)
－ 두 사람이 2m 이내 거리에서 10분 이상 대화할 경우 그들의 휴대폰에
익명의 식별자(beacons)가 교환되며 앱 이용자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
확진자가 최근 14일간 밀접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림메시지 전송
ㅇ 독일은 기존 중앙집중식 앱에서 애플·구글 시스템 기반의 분산식 앱
으로 추적앱 개발계획을 변경(4.26일)하였으며 위치추적식 앱으로 자체
개발하던 이탈리아도 애플·구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5.1일)
ㅇ 한편 노르웨이의 경우 여타 유럽국가와는 달리 블루투스 신호와 GPS
신호를 동시에 이용하며 수집 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자체앱
(Smittestopp)을 개발하여 배포(4.16일)
영국 및 유럽 국가의 추적앱 개발 관련 주요 일지
일자
3.18일

추진내용
- 영국, EU 국가 중 처음으로 접촉 추적앱 개발 언급

4. 1일

- 중앙집중식(PEPP-PT) 프로젝트 발표

4. 3일

- 분산식(DP3T) 프로젝트 발표

4.10일

- 구글과 애플의 접촉 추적앱 플랫폼 개발 선언

4.16일

- 노르웨이, 중앙집중식 앱(Smittestopp) 배포

4.17일

- 유럽 의회, 분산식 접촉 추적앱 요구

4.18일

- 프랑스·독일, 중앙집중식 Robert 규약 공개

4.22일

- 오스트리아·스위스, 구글·애플 시스템 이용 결정

4.26일

- 독일, 구글·애플 시스템으로 개발계획 변경

5. 4일

- 영국, 중앙집중식 자체개발 앱 발표

3. 향후 전망
□ 4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유럽 주요국은 5월부터 단계적
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재확산 억제수단*으로
접촉 추적앱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
* 코로나19 재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국 휴대폰 사용자의 80%(영국
총인구의 56%)가 접촉 추적앱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Oxford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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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이동제한 실시 및 완화시점

추적앱 이용률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전망
신규 확진자(명)

이동제한 시점

완화시점

이탈리아

3.10일

5.4일

스페인

3.14일

5.9일

프랑스

3.17일

5.11일

독일

3.22일

5.3일

영국

3.23일

5.13일

자료 : 각국 정부 및 언론 등

자료 : Financial Times

□ 영국 정부는 5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보완*하여 6월 중 NHS앱을 배포할 계획
* 영국 의회(인권위원회)는 시범운영 중인 접촉자 추적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5.7일)

ㅇ 최근 NHSX는 기존 NHS앱(중앙집중식)과 별도로 애플 및 구글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위치정보 등 이용자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중앙
서버가 수집하지 않는 분산식 앱 개발을 병행할 예정
□ 유럽 국가의 경우 접촉자 추적앱 개발계획을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데다 유럽 규제 당국도 동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애플·
구글 솔루션 기반의 분산형 앱이 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
* 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접촉자 추적앱에 대해 유럽 공통의
접근법이 중요하며 분산형 모델이 우위에 있다고 발언(5.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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