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명/총괄책임자 5G/무인이동체 융합기술 연구센터 / 김선우 교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접촉 추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기간 2020.07. – 2020.12.
연구 필요성

Ÿ COVID-19 방역을 위해 감염자 동선 추적과 접촉 정보 확인을 위한 효율적 방안 필요

Ÿ 스마트폰 / IT 기술을 이용한 동선과 감염 추적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적과 대처가 가능

Ÿ COVID-19 방역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자동화된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필요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Ÿ BLE, Wi-Fi AP mac 정보와 RSSI 신호세기와 같은 IT 기술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COVID-19 방역 

추적 앱  solution 개발 

Ÿ 접촉자의 밀접 접촉 정도 판단을 위한 측위 기술 기반의 알고리즘 및 solution 개발

□ 개발 구성

Ÿ RSSI 신호세기 기반의 정밀 측위 기술을 활용한 정밀 추적 solution 개발(접촉자 접촉정도 판별)

Ÿ COVID-19 방역 추적을 위한 BLE 통신, Wi-Fi 정보 수집 및 서버 통신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Ÿ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향후 접촉자 선별 정보 제공을 위한 서버 구축

Ÿ 밀접 접촉 정도, 접촉자 거리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 주요 동작 내용

Ÿ Wi-Fi AP,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들로부터 정보 수집

 - Wi-Fi 신호를 이용한 MAC 주소 수집, 사용자의 방문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

 - BLE beacon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스마트폰을 식별하는 ID를 수집, 접촉 정도를 판별

Ÿ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방역 이벤트 알람 송출 기능

Ÿ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근접도 산출, 높은 정확도를 갖는 접촉 추적 알고리즘 고안

 - 수집된 RSSI를 이용해 해당 시간, 해당 ID와의 거리를 측정, 밀접 접촉을 판단 solution 개발

 - WHO의 밀접 접촉 기준과 해외 사례 기준의 정확도를 기준한 접촉 추적 알고리즘의 고안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Ÿ 김택윤, 김효원, 도상현, 김선우,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접촉 추적 기술 동향 

조사,” 2020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Ÿ 박준하, 김효원, 김선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합학습 기반 핑거프린팅 측위 

시스템,” 2020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활용방안 / 기대효과

Ÿ COVID-19 바이러스 추적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및 노력 절감

Ÿ 효율적이고 신속한 바이러스 추적을 통한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유행병의 방역과 예방 추구

Ÿ 측위 기술 기반의 거리 정보를 활용, 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추적 solution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