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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위치정보 활용 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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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정부의 공중 보건 대응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국가의 증가
•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 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
및 유럽에서도 위치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집 및 이용을 추진 ※ 코로나19 관련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2) 참고
• 일부 국가에서는 현황 파악을 위해 비식별 된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이동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추적하여 활용하는
등 국가별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방식이 다양
- 국민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총계화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오스트리아와
대조적으로,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도 국민들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법률을 통과 시킨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인 사례176
• 위치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익명화된 위치정보의 재식별 가능성부터 동의를 거치지
않은 통신 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지속적인 감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심화
176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확진자의 동선
정보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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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 따라 EDPB는 대규모 감염 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177
• 이와 관련,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는 국가의 위치정보 활용 주요 현황
및 사례를 검토

2. 국가별 위치정보 활용 주요 현황 및 사례

▶ (미국) 정부기관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 경로
파악178
• 미국 전역의 500개의 도시에서 수집되는 개인의 이동정보를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포털 구축을 추진 중으로, 예컨대 뉴욕 브루클린(Brooklyn)의 프로스펙트 공원(Prospect
Park)에서 수집되는 사람들의 이동 정보가 지방 정부 당국으로 전송
• 이러한 위치정보는 주로 광고업계를 통해 수집되며, 시민들이 모바일 앱 가입 시 지리적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방식을 통해 확보179
•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의 위치추적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고업계의
위치 기반 비즈니스 관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고기술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 제기
• 유타(Utah)주(州)에서는 주정부가 위치정보 기반의 소셜 앱 제작업체 Twenty와 27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Healthy Together"라는 코로나19 대응 앱을 개발
- GPS와 Bluetooth 기술을 활용한 해당 앱은 사용자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180
• 정부 주도의 위치정보 이용 사례 이외에 민간 차원에서도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연구진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해 개발한 SafePaths181과 IT 서비스
업체 Piusworks LLC가 개발한 Contact Tracing 등이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 중

▶ (영국) 정부가 2020년 4월 현재, Bluetooth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위치 정보를 추적할

177
178
179
180
181

https://edpb.europa.eu/sites/edpb/files/files/file1/edpb_statement_2020_processingpersonaldataandcovid-19_en.pdf
https://www.gigabitmagazine.com/mobile/could-cell-phone-tracking-slow-spread-covid-19
https://www.wsj.com/articles/government-tracking-how-people-move-around-in-coronavirus-pandemic-11585393202
https://fox13now.com/news/local-news/utah-launches-app-for-covid-19-tracing
http://news.mit.edu/2020/safe-paths-privacy-first-approach-contact-tracing-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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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확진자 접촉 확인용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앱은 옵트-인 동의
방식을 통해 운영될 예정
• 해당 앱은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자진해서 앱에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색 경고"가 전송되고, 감염사실이 확진된 경우 앱에 고유 코드를 입력하면
"적색경고"가 전송되는 기능을 제공
• 이와 별도로, King's College London과 St.Thomas Hospitals은 헬스 케어 전문 업체 ZOE와
공동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고하여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출시
- 해당 데이터는 GDPR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King's College London과
영국의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 시스템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 전송
• 한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이 같은
코로나19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이 확진자 접촉 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려 사항182을 제시

▶ (오스트리아/독일) 통신 사업자가 확보한 익명화된 위치정보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용
•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대 통신 사업자 Telekom Austria가 제공하는 익명화된 위치정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함으로써 감염병 통제에 활용183
- 이 기능은 당초 Telekom Austria가 인기 관광지의 인구 이동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하던
것으로, University of Graz에서 기술 이전한 민간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 Deutsche Telekom은 Robert Koch Institute와 위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 주. 지역
단위에서 사람들의 이동 현황을 모델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184
• 이와 같이 총계화된 데이터세트를 수집하는 경우 앱을 통한 위치추적보다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낮으나, 데이터 재식별 가능성이 있고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안전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할 수 있는 앱 서비스 도입

182 예컨대 △데이터 처리 기술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제시할 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조직의
거버넌스 및 책임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할 것
△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할 것 등을 권고
183 https://www.warc.cn/newsandopinion/news/covid-19-telco-data-sharing-aims-to-curb-movement/43409
184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06624141/Coronavirus-Telekom-teilt-Bewegungsstroeme-von-Handynutzern-mit-R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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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관인 GTA(Government Technology Agency)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2020년 3월 20일부터 “TraceTogether“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진자 접촉 현황을 추적185
• 해당 앱은 무선 Bluetooth 기술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최소 30분 동안 2미터
이내에서 근접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
• 싱가포르 정부는 “TraceTogether“를 통해 지리 위치정보나 여타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시민의 12%만이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 도입
실적은 저조한 상황186

▶ (대만) 자가 격리 기간 중 장소 이탈이 발생한 경우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당국에
통지하는 기능 적용187
• DCS(Department of Cyber Security)에 따르면, 일명 “전자울타리(electronic fence)”로
불리는 이 기능을 통해 자가 격리 중 주소지에서 멀어지거나 전화기 전원을 끄는 경우 보건
당국과 경찰에 경보가 전달되고 15분 이내에 격리 이탈자에 대한 대응 가능
•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자택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당국이 하루에
두 번 직접 전화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

▶ (이란)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인 이란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앱을 통해 코로나19 자가 진단 목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188
• 이란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설계한189 “AC19” 앱은 다운로드 시점에 사용자에게
휴대폰 번호 확인을 요청한 후, 앱을 통해 수집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정부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동의 과정을 진행
•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OS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러한 메시지는 이란 현지어가
아닌 영어로 표시되거나 일부 사용자에게는 프롬프트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동의나 사용자의 인지 과정 없이 개인 위치정보가 공유되는 문제 발생

185
186
187
188
189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coronavirus-singapore-develops-smartphone-app-for-efficient-contact-tracing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apr/10/apple-google-coronavirus-us-app-privacy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taiwan-surveillanc/taiwans-new-electronic-fence-for-quarantines-leads-wave-of-virus-monitoring-idUSKBN2170SK
https://www.vice.com/en_us/article/epgkmz/iran-launched-an-app-that-claimed-to-diagnose-coronavirus-instead-it-collected-location-data-on-millions-of-people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전송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현지 앱스토어인 Cafe Bazaar에서 AC19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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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위치정보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서비스도 개발 중
• 독일 HHI(Fraunhofer Heinrich Hertz Institute for Telecoms) 주도의 범유럽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근접성 추적(Pan-European Privacy-Preserving Proximity Tracing, PEPP-PT)
프로젝트190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능을 제시
- PEPP-PT는 유럽 전역에서 표준화된 코로나19 추적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표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함께 대대적인 유행성 질환의
확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 Google과 Apple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령하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함께 협업할 계획이라고 발표
- 특히 해당 서비스의 사용 여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Google과 Apple은
사용자 이름과 위치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저장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3.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정부의 공중 보건 대응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상황
•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거나 민간 기술회사의
지원을 받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 인정
• 그러나 일상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공중보건·운송·법 집행 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부적절하게 수집 및 처리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 제기
• 이와 관련,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위치정보 및 추적 앱 사용에 대해
최근 채택된 가이드라인에서 △자발적인 참여 △최소 데이터 수집 △개별 움직임(individual
movements) 추적대신 사용자의 근접성 정보(proximity information) 정보 활용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
• 디지털 프라이버시 연구 그룹 Top10VPN의 디지털 권리 책임자인 Samuel Woodhams는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적절한 감시 과정이 생략될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정보
190 유럽 8개국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독일의 HHI(Fraunhofer Heinrich Hertz Institute for
Telecoms)가 주도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접촉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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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위험이 높은 새로운 관행이 전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진정 이후에도 긴급 상황 시 적용되었던 예외적인 위치추적 기능이
지속되거나 당초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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