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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뉴노멀로 가는 길,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인증서

●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디지털 백신 면역 인증서에 대한
보고서1)를 발간
● 백신 인증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안착을 위해 거버넌스·기술 표준 고려와
동시에 기존 솔루션들에 대한 장단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

Ⅰ

코로나19 백신 인증서 개발 현황과 과제

1. 개발 경과와 현황
❍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백신 면역 인증서(Digital vaccine immunity certificates)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코로나 백신 접종 규모와 확산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항체 보유 여부나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1933년 처음으로 백신 인증 표준을 제정한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종이 의료 여권을 발급
- ‘옐로우 카드(yellow cards)’로 알려진 WHO의 의료 여권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여러 국가들로 입국에 필요한 황열병2) 예방접종 용도로 활용
1) Gartner(2021.1.22.), ‘Digital COVID-19 Vaccine Certificates: The Road to a New Normal’
2) 황열별(Yellow fever), 아프리카 서부나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악성 전염병으로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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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카드는 여행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의 일부 업종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역, 풍진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상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학교에서도 수년간 면역 문서 제출을 의무화

❍ 디지털 백신 인증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코로나19
이후 일상 재개를 위해 신속하고 확장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이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20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옐로카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국가 식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QR 코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국가에서 생체 데이터와 연계한 면역 활동 상황 추적을 제안
- ’21.1월 테크 분야의 대기업과 의료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백신 크리덴셜 이니셔
티브*(The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VCI)가 백신 접종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이 이니셔티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 세일스
포스(Salesforce), 에픽(Epic), 서너(Cerner) 및 3대 주요 항공사 연맹이 참여

- ’2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황열병과 코로나의 스마트 디지털 백신 인증 프레임
워크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 작업그룹(digital health working
group)’을 발족시켜 추후 또 다른 백신도 함께 개발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
※ 항공 업계에서는 콴타스(Qantas) 항공이 탑승자 백신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으며,
유나이티드(United)와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은 ’20.10월에 일부 노선에서 코로나
테스트와 백신 정보를 담은 QR 코드인 CommonPass의 시범 프로젝트를 개시

2. 확산의 걸림돌과 시행착오
❍ 백신 면역 증명 체계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여러 유형의 시행착오 사례가 발생
- 공공 부문과 민간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백신 여권의 현실화에 앞서 정책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편익과 장애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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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결정자들은 백신 인증서 배포 시 구현 방식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
※ 실제 코로나 확산 초기 단계에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접촉 추적 애플리케이션은 광범위한 디지털
대응 활동 조정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Waze for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 추적
솔루션 역시 광범위한 확산에 실패했으며, 싱가포르의 접촉자 추적 앱인 ‘Trace
Together’ 역시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 사용자 데이터가 치안 당국과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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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 백신 인증 확산 대응 전략

1.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시나리오 변화
❍ 백신 보급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조직들은 이미 코로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재조정에 착수
- 새로운 시나리오의 경우 부정적인 요인들도 포함되는데, 실제 최고재무책임자
(CFO)의 거의 1/4이 백신 때문에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한편, 조직의 경영진들은 백신 인증서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코로나 백신에 따른 조직의 대응 시나리오 변화 양상 >

2.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검토 요인
❍ 디지털 백신 인증과 관련하여 정책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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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백신 인증 도입을 위한 검토 사항 >
검토 요인

검토 사항

표준화

∙ 표준 설정 주체는 누구인가?
∙ 전 세계에 다양한 표준이 존재할 것인가?
∙ 면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인프라

∙ 기존 시스템으로 디지털 인증서의 데이터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시스템이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

∙ 누가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할 것인가?
∙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 데이터 위변조는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할 것인가?

검증

∙ 예방접종이나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예방접종 기록의 열람 주체는 누구인가?
∙ 해당 자료의 위변조 여부와 정확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구매

∙ 인증서를 사람들이 사용할 것인가?
∙ 인증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가?

활용

∙ 인증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여행/업무/엔터테인먼트/쇼핑 등)
∙ 해당 용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형평성

∙ 접종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관리가 가능한가?
∙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은 없는가?
∙ 인증서가 사회적 문제나 정보격차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유용성

∙ 백신이 장기간 면역력 제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하는가?
∙ 인증서가 복수의 바이러스균(strains) 대한 면역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 상이한 집단들 간에 다른 수준의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가?

승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인증서의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
∙ 인증서가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 특정 인증서가 타 인증서들에 비해 보다 폭넓게
승인될 수 있는가?
∙ 디지털 인증서가 백신에 대한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는가?
∙ 백신 접종을 위한 추가적인 단계가 형성될 것인가?
∙ 인증서가 사람들의 면역 접종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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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 인증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 백신 인증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상기의 과제를 감안하여 면역 데이터의
확보, 수혜의 형평성, 검증 및 공유가 가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
- 백신 인증 솔루션이 순조롭게 광범위한 확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상기 10가지
조건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야 하며, 인력, 프로세스, 기술 및 데이터의
전체적인 조정을 위한 구조가 수반되어야 함

< 백신 인증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 >

4. 기술 표준 준수 사항
❍ 디지털 인증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관련된 주체들은 상기에 언급된 10가지
요소의 성공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함
➊ 정보 수집 동의에 기반하여 코로나 백신 기록을 안전하고 검증이 용이하며 개인
정보 보호가 가능한 방식으로 확보
➋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조직 및 사법적인 경계를 넘어선 안전한 분산형 인프라
내에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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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소스를 활용
➍ QR 코드와 같은 안전한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
➎ 고유 ID 및 인구통계 데이터 연계
➏ 백신 제조업체와 용량 정보를 목록화
➐ 백신 접종자 및 백신 투여자 정보

❍ 데이터 표준화는 수집 대상 데이터, 데이터 포맷 양식 및 데이터 교환 형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
- 모든 데이터는 의료/보건 기록 및 면역 정보 시스템 등의 여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

5. 인증 솔루션 채택
❍ 조직은 인증 솔루션의 사용 여부, 개발 또는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화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질문하고 검토해야 함
- 예방 접종 여권과 보건 패스권(health passes) 사용에 대해 어떤 시각이 존재할
것인가?
- 현재 존재하는 솔루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백신 증명서와 보건 패스권은 직장으로 복귀 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솔루션을 더 빨리 구축하고 사용하기 위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며, 백신이나 디지털 격차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상기의 모든 사항에 관해 충분히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면역을 갖춘 모든 개인
에게 디지털 백신 인증서를 요구하게 될 경우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우려 존재
- 즉, 이들의 경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에 요구
되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불편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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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고용주와 당국은 이와 관련된 정책과 교육 방법에 대해 별도의 고민이 필요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백신 면역 인증 솔루션 및 관련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참조하여 솔루션의 실제 동작 방식 확인 및 각각의 진행 상황이나 단점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백신 면역 관리 솔루션 사례 >
솔루션

주요 특징

Health Pass
(CLEAR)

∙ 생체인식 기술 개발 보안 기업인 Clear가 개발
∙ 직원 대상 PCR 검사 결과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장을 중심으로
활용
∙ 하와이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해제 확인 용도로 활용 계획

Travel Pass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두바이 에미레이트항공 간 제휴로 개발
∙ 코로나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디지털 문서로 저장
∙ 세계 각국 정부의 입국 요건, 코로나 검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모바일 앱

CommonPass
(WEF)

∙ 스위스 소재 인권 프로젝트인 The Commons Project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으로 개발
∙ 동아프리카 전염병 퇴치의 일환으로 개발된 건강 여권 앱
∙ 병원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 등의 의료데이터나 해외 통행증을 QR코드 형태로
앱에 저장할 수 있음
∙ 각국 항공사와 수백 개 의료법인과 협업

Digital Health
Pass(IBM)

∙ 소매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전역 쇼핑몰, 스포츠 시설 등의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에 설치
∙ 특정 의료 지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크리덴셜을 제공받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입을 허가

AOKpass
(ICC)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국제 SOS
(International SOS)의 후원으로 국경 이동 시 안전하게 의무기록을 제시하기 위한 앱
∙ Alitalia, Air Baraibes, Air France 등의 항공사와 싱가포르 정부 등이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했으며 개인 의료데이터 침해 염려 없이 국경 담당 기관이나 정부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MyWISeID
(WiSeKey)

∙ 스위스 소재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IoT 장비와 공개키기반구조 암호화
기술을 핵심으로 사용한 출입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에 주력
∙ 관광지 여행자 보건 인증을 위해 디지털 ID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 2021년 1월부터 혈액형, 알레르기 및 기타 질환 상태 등의 개인의료 정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 백신 인증서를 제공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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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평가

❍ 디지털 백신 인증서는 그동안 폐쇄되었던 사업장의 영업과 사회적 활동 재개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증서 실행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전망은
쉽지 않은 상황
-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탄력적인
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자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관리하는 조직이 동의 기반, 접근성, 상호운용성, 디지털
형식으로 자격 증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모델 또는 모델의
등장 여부는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요인
- 즉, 디지털 생태계와 사회가 이러한 표준 모델을 수용할지 여부와, 광범위한 규모로
백신 면역 여권이 확산되는 시기를 예의 주시하여 정책 및 시장 대응이 필요
- 이를 통한 디지털 백신 인증서의 성공적 안착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양한 글로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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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①

커먼패스, 국제 표준으로 부상 중인 디지털 백신 여권

● 커먼스 프로젝트(Commons Project)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축이 되어 개인의
의료 프라이버시 보호 하에 디지털 백신 면역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커먼패스
(CommonPass)’ 사업3)을 추진 중
● 관련 시범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국제 산업 단체들은 커먼
패스와 같은 유력 글로벌 표준 면역 인증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요청

Ⅰ

배경 및 개요

❍ 글로벌 여행과 무역이 팬데믹 이전 상태로 조속히 회복되기 위해 국경 간 해외
여행객의 건강 상태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증체계가 필요
- 백신 인증체계가 각국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PCR 테스트나 다른 국가
에서 접종된 여행자 백신 기록의 유효성에 대해 방역 당국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커먼스 프로젝트(The Commons Project)4)와 세계경제
포럼(WEF)은 국가 간 백신 면역 인증체계를 표준화하여 국경 간 해외 여행객의
이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커먼패스(Common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
- 커먼스 프로젝트는 백신 면역 인증서 적용상의 기술 과제 해결과 표준화 정착을
위한 기술인 ‘커먼패스 프레임워크(CommonPass Framework)’를 기반으로 커먼
패스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The Commons Project
4) 공통된 가치에 기여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구축을 위해 록펠러 재단의 후원
하에 설립된 단체

12

❍ 커먼패스 프레임워크는 각국 정부와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음의 가치들을 제안
- 테스트 결과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여행자는 다른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
에서 테스트를 거쳤음을 문서화할 수 있음
※ 백신이 보급된 경우, 면역기록을 포함하여 문서화가 가능하며, 범국가적인 인증체계를 통해 검사
결과 위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여행자는 입국 희망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에 대한 현재의 건강 검진 및 국경 입국
요건에 대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유할 필요 없이
건강 검진 요건 충족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
※ 건강 데이터는 개인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역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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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경과) 커먼패스는 ’20.7월 ‘커먼패스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한 뒤 2020년
8월에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홍콩,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 커먼패스 이니셔티브 추진 경과 >
시점

추진 내용

2020.7

∙ 글로벌 회의(정부·민간·국제기구 대표) 및 커먼패스 프레임워크 추진 발표
∙ 지역 회의
∙ 분과 회의(주간행사)

2020.8

∙ 커먼패스 프레임워크 최종안 확정

2020.9

∙ 글로벌 회의(정부 및 주 정부 대표)

2020.10

∙ 커먼패스 시범사업: 홍콩-싱가포르 및 미국-영국 항공 노선

2020.11

∙ 커먼패스 시범사업: 홍콩-미국
∙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World) 및 5개 항공사
(JetBlue, Lufthansa, Swiss International Airlines, United Airlines, Virgin
Atlantic) 커먼패스 참여

2021.4

∙ 커먼패스 시범사업: 독일-미국

❍ (동작 방식) 커먼패스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임상 테스트 결과 또는 백신 기록이
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②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건강
검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
- 이 프레임워크는 기본 건강 정보를 개인의 통제 하에 두고 입국 검역 기준 충족
여부를 간단히 ‘예/아니오’의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앱과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설계
- 커먼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의료 기관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과를 업로드한 이후 입국 국가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의료 진단
질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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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질문서 작성을 완료하면 커먼패스는 입국 국가의 여행자
검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해 주고, QR 코드를 생성
- 항공사 직원과 국경 공무원은 해당 QR 코드를 스캔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탑승과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가 없는 이용자를 위해 출력물로도 대체 가능
< 커먼패스 동작 프로세스 >

* HL7 FHIR: 보건의료 표준 단체인 Health Level Seven(HL7)이 개발한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차세대 기술 표준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특징) 커먼패스는 ▲기술의 중립성 ▲탄력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연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국제 간 협력을 주요 특징으로 함
- 커먼패스 프레임워크상에서 개인은 자신의 임상 테스트 결과와 백신 기록 열람은
물론, 여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해당 백신 접종 시기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면역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커먼패스는 기존 의료 데이터 시스템, 국가 또는 지역 등록부 또는 휴대폰 앱상의
개인 디지털 의료 기록을 활용하여 임상 테스트 결과와 백신 기록 열람이 가능
- Apple Health(iOS용)와 Common Health(안드로이드용)를 통해 개인들은 휴대폰
상에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실하게 자신의 통제 하에 안전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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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패스 주요 특징 >

특징

주요 내용

중립성

∙ 특정 국가 정부의 지원없이 공적인 신뢰를 갖춘 비영리 기관이 개발
∙ 개방적, 독립적, 지속가능한 비영리 추구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

유연성

∙ 팬데믹의 진화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입국을 위한 의료 검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

프라이버시

∙ 개인은 임상 테스트 결과와 백신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타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코로나 상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동의

국제협력

∙ The Commons Project, WEF 및 록펠러 재단은 52개국의 350개 공공 및 민간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공통 프레임워크 설계에 합의

❍ (주체별 역할) 커먼패스는 정부, 의료 기관 및 여행업계 간의 긴밀한 공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실행이 가능
< 커먼패스 주요 참여 주체별 역할 >
특징

주요 내용

정부

∙ 입국 시 표준 포맷을 활용한 의료 검진 기준을 지속적으로 공표
∙ 커먼패스 등록부상에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및 백신 접종 시설 등록
∙ 커먼패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동작되는 앱과 서비스를 통해 해외 방문객의 의료
검진 상태 정보 승인

임상 센터 및
백신 접종지역
여행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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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생체 정보 채취 및 백신 접종 시 국제 표준을 활용한 환자 ID 수집
∙ HL7 FHIR, LOINC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통한 결과 공표
∙ 커먼패스 프레임워크를 예약 및 체크인 프로세스상에 통합

Ⅲ

적용 현황

❍ 산업계에서는 항공사가 주축이 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과 국경 통제
수단으로서 커먼패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해외여행 재개를 도모
❍ 홍콩의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과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이 최초로 커먼패스 시범 사업을 실시(’20.10월)
- 캐세이퍼시픽은 홍콩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간 노선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런던 히드루 공항에서 미국의 뉴아크 리버티 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간 대서양 노선에서 각각 시범 적용을 실시
※ 홍콩-창이 간 노선 사업에서는 프레네틱스(Prenetics)라는 스타트업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 기술을
제공하여 여행자가 모바일 앱에서 COVID-19 테스트 결과 음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건강 여권인 커먼스프로젝트를 통해 파일럿을 시작

- 캐세이퍼시픽은 이후 ’21.3월 홍콩발 로스엔젤레스행 항공편에 대해 커먼패스
추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뉴아크 리버티 공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5)과 질병통제센터(CDC)6) 등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동 사업을 관찰

❍ 독일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가 프랑크푸르트-미국 간 노선에서
커먼패스 시범 사업을 실시(’21.4월)
- 탑승객인 센토진(Centogene) 검진 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진단 결과를
커먼패스 앱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72시간 전까지 해당 정보를 업로드해야 함
- 앱은 목적지 국가의 현재 입국 관련 조건과 테스트 인증서와 비교하여 자동으로
여행자 인증서를 발행
- 여행자 인증서는 검사 결과, 검사 방법, 유효 기간 및 테스트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
경과 카운터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앱 사용을 위한 동기부여책으로서 루프트한자는 참여 고객들에게 프랑크푸르트 공항
내 설치된 비즈니스 라운지(Senator Lounge)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5)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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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과제

❍ 커먼패스는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면역 인증으로서의 중요한 조건을 구비
- 각국 정부는 커먼패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입국 여행객들의 의료 상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을 확보
- 또한, 팬데믹의 진화에 따라 입국자들의 검역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 환경과 편리한
검사 정보 확인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 개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한편, 커먼패스의 글로벌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의료, 항공, 여행, 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범산업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필수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
공항협의회(ACI),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등의 국제기구들도 해외 여행객의
보건 상태 확인 및 여행 수칙 등에 대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이미
개발한 상태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입국 관리를 위해서 주요 산업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조정 기능과 접근법이 필요
-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백신 면역의 글로벌 표준 적용을 앞당기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먼패스와 같은 공통된 호환 프레임워크 표준에 대해
적극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이 시급히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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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②

영국,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 발표

● 영국 정부는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
디지털 신원에 관한 정책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담은 정책
보고서 초안을 발표
● 동 초안에는 디지털 신원 제품 또는 서비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 추후 업데이트 문서 제공 예정

Ⅰ

개요

❍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신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들을 담은 정책 보고서
초안(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7)을 발표
- 보고서는 사용자 신원 및 개인정보와 같은 속성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 신원 사용을 관리하는 원칙, 정책, 절차 및 표준을 제안
-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지털 신원을 활용하는 조직들 간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방식으로 상호운용을 가능케 하며 디지털 신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

❍ 2020년 작성된 디지털 신원의 개발과 안전한 사용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책
보고서8)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작업 문서로 이후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업데이트 문서를 제공하게 될 것

7) GOV.UK(2021.2.11.),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 발표
8) GOV.UK(2020.7.19.), Digital Identity: Call for Evidenc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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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문서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산업, 조직의 잠재 사용자들과 함께 테스트하기 위한 초기 버전
- 다음 업데이트될 문서에는 조직이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 방법인 인증 프로세스의 세부정보가 포함될 것
- 추후 관계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샌드박스 형식의 테스트를 시작하여 프레임
워크가 강력한 표준을 따르면서 요구사항을 함께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
테스트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에 게시될 예정

< 디지털 신원과 속성 >
디지털 신원: 디지털 방식의 개인 신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상호교류와 거래 중에 디지털
신원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음
디지털 속성: 개인이나 조직을 설명하는 정보 조각으로, 속성 조합을 사용하여 디지털 신원을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속성은 디지털 신원을 생성 외에도 사용자의 자격 증명에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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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

1.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
❍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신원과 관련해 조직들이 동의하는 일련의 규칙과 표준으로,
조직이 프레임워크에 속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합의된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
- 프레임워크는 ‘좋은 신원 확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
제품과 서비스가 포괄적인지 확인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사기 관리 ▲보안에
대한 규칙을 포함
-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들은 각 단계에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음

❍ 프레임워크는 영국 정부가 설립한 관리기구가 소유하고 운영
- 관리기구는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고 신뢰 마크(조직이 프레임워크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설정하고, 조직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
※ 관리기구는 프레임워크 구성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

2. 프레임워크의 역할
❍ 프레임워크는 조직이 어떻게 디지털 신원 및 속성을 생성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 프로세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함
- 프레임워크는 법률, 표준, 모범사례(Good Practice Guide) 및 문서의 요구사항이
포함되며,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은 자신이 생성한 디지털 신원과
속성을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 가능
-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직과 사용자가 보다 쉽게 상호 작용 및 거래를 완료하거나,
다른 프레임워크 참여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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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워크는 정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신원을 손쉽게 증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정부 내 조직들 간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
-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도 유연하게 디지털 신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프레임워크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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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레임워크 참여 규칙

1. 신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
(1) 디지털 신원 만들기
❍ 모든 신원 서비스 제공 업체는 ‘누군가의 신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방법’9) 또는
GPG(Good Practice Guide) 45라 불리는 지침을 따라야 함
- 전체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신원 확인 프로세스에서 수행해야 하는 부분은
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달라짐

❍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려는 업체의 경우 디지털 신원을 암호나
소프트웨어 또는 디바이스와 같은 ‘인증자’에 연결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보호를 위한 인증자 사용’10) 또는 GPG 44*라 불리는 지침을 따라야 함
* 온라인 서비스 보호를 위한 인증자(암호, 소프트웨어 장치 등)를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 제시

(2) 디지털 신원 계정 관리
❍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디지털 신원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정의 일시중지, 폐쇄, 복구 및 변경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누군가가 계정에 로그인 하거나 무언가를 위해
사용자의 디지털 신원이나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 업체는 사용자에게 계정
복구 프로세스를 안내해야 함
❍ 사용자의 디지털 신원이 변경된 경우 또는 디지털 신원 계정 폐쇄 요청을 받았
다면 업체는 사용자에게 다른 채널을 사용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확인해야 함

9) GOV.UK(2014.1.6.), How to prove and verify someone's identity
10) GOV.UK(2020.5.14.), Using authenticators to protect an onl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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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적(inclusive) 제품과 서비스 제공
❍ 누구든 어디서 왔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포용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디지털 신원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고 사용하도록 만들 것
- 모든 신원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들의 ‘보호된 특성’11) 때문에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평등법 2010’12)을 준수해야 함

❍ 모든 신원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통계를 ‘연간 제외 보고서’로 관리 기관에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함
(4)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지를 확인
❍ 사용자가 디지털 신원을 만들거나 그들의 속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앱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려는 공공부문의 조직은 ‘공공부문
조직을 위한 접근성 요구’13)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속성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
(1) 속성 서비스 공급자는 속성을 만드는 법에 대한 가이드14)를 따라야 하며, ‘바인딩’
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속성을 개인이나 조직에 연결해야 함
- 속성을 사람 또는 조직에 연결하기 위해 다른 정보(식별자) 사용을 포함

(2) 공급자는 속성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15)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점수를 사용하여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속성을 결정할 수 있음
11) 나이, 장애, 성별 변화,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정체성 등
12) legislation.gov.uk(2010), Equality Act 2010
13) GOV.UK(2018.5.9.), Understanding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ublic sector bodies
14) GOV.UK(2021.2.11.), Attributes in 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
15) GOV.UK(2021.2.11.), Attributes in 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 How to scor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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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조직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거나 속성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앱이나 웹사이트를 개발할 경우 접근성 규정16)을
따라야 함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속성을 관리하는 사용자,
생성한 속성을 사용하는 신뢰 당사자, 관리자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3.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공급자 및 신뢰 당사자를 위한 규칙
❍ 동 대상자들(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공급자 및 신뢰 당사자)이 따라야 하는
특정 규칙은 없으며, ‘모든 신뢰 프레임워크 참여자를 위한 규칙’을 따라야 함

4. 모든 신뢰 프레임워크 참여자를 위한 규칙
(1) 조직들 간의 디지털 신원과 속성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기술 사양 권장
(2) 사용자는 ‘위임된 권한’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조직과 상호작용 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상호 작용 또는 거래 완료를 위해 다른 사람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음

(3)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분쟁에는 본인의 사용자 뿐 아니라
다른 신뢰 프레임워크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음
(4) 직원(계약 업체 포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경험, 교육 또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민감한 정보는 승인된 직원만 접근하도록 해야 함
16) GOV.UK(2018.5.9.), Understanding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ublic secto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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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호화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업계 표준과 모범사례를 따라야 함
(6) ‘ISO 9001:2015’와 같이 인정받는 산업 표준을 따르는 품질관리 시스템(QMS)이
있어야 함; QMS는 조직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 모음
(7) ‘ISO/IEC 27001:2017’과 같은 산업 표준을 따르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함
-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정보 보관 정책, 정보를 관리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기록하는
폐기 일정, 데이터의 생성 / 획득 / 변환 / 공유 / 보호 / 문서화 및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이터 관리 정책이 있어야 함

(8) ‘ISO/IEC 27001:2017’과 같은 산업 표준을 따르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반드시 기밀성, 청렴, 유효성 원칙에 기반해야 함
(9) ISO/IEC 27005:2018, ISO 31000:2018과 같은 산업 표준을 따르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함
(10) 프레임워크의 소속된 모두는 사기 관리에 대한 모범사례 지침을 따라야 하며, 5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충족해야 할 5가지 요구 사항은 ▲사기 모니터링 ▲사기 관리를 위한 법률, 정책
및 절차 ▲사기 신고, ▲인텔리전스 및 사기 분석 ▲위협 지표 공유임

(11) 사기, 서비스 중단, 데이터 유출과 같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
(12)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
약관 및 수수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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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 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정보
위원회 사무국(ICO)의 데이터 보호 가이드17)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가 있어야 하며,
이 프레임워크가 BS 10012:2017, ISO/IEC 27701:2019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14) 디지털 신원 또는 속성을 생성, 관리, 공유 또는 소비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조직이 속한 산업 도는 부문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 GDPR 30조18) 요건을 충족해야 함
(15)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용자(프레임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3자
포함)는 영국에서 불법 상품, 물질 또는 서비스 판매나 폭력 또는 테러 조장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이용 약관에 반하거나 프레임워크의 평판, 이미지, 영업권
또는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됨

17) IOC.UK(2010), Guide to Data Protection
18) GOV.UK(2020.10.1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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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생태계 조성 역할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증가
- 디지털 신원의 안전한 사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해야 함

❍ 좋은 신원과 속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관련된 규칙과 표준을 통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
- 영국 정부의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는 국가가 직접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인 강제성까지 가져야 한다는 계획에서
영국의 디지털 신원 생태계 조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포용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강조
- 디지털 신원 및 속성을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 이해 또는 접근성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프레임워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것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인 평등법 2010 준수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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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③

KPMG, AI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 현재 자율적으로 AI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은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를 고려한 규제의 등장으로 인해 새롭게 바뀌게 될 것
● AI 규제 환경은 전통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추기 위해 선도적인 기업과 조직들은 적절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AI 윤리와 거버넌스에 선제적으로 대응

Ⅰ

개요

❍ KPMG는 AI 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나
관심있는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가이드로 관련 보고서19)를 발표
- 보고서에서는 AI 개발에 적합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이를 구축하여 보다 신뢰도
높고 영향력 있고 널리 채택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 방법을 강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급격한 증가는 AI 기술 개발 및 사용을
가속화 했고, 이에 따른 AI 기술의 혜택과 잠재적 위험 요소가 강조되었음
- AI 기술은 개인과 커뮤니티의 웰빙과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AI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부각

❍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며, 신뢰는 무결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탄력성의 4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19)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21/01/the-shape-of-ai-governance-to-co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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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신뢰,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활성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AI 모델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며, 효과적인 정부 규정도 제한적인 상황
- 기업들은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AI 기술을 사용해 시장 접근 속도를 높이든지,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행할 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

< 4가지 신뢰 원칙 >
1.
2.
3.
4.

무결성: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계보 및 적절성을 포함하는 알고리즘 무결성 및 데이터 유효성
설명 가능성: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을 쉬운 용어로 이해하게 하는 투명성
공정성: AI 시스템이 윤리적이고, 편견이 없으며, 보호된 속성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
탄력성: AI 기술적 견고성과 규정 준수, 악위적 행위자에 대한 저항, 플랫폼 전반에 걸친 민첩성

❍ 각국 정부는 시민 권리 보호와 새로운 산업 유치 및 지적 재산의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능동적인 AI 규정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음
- 기술 지원 방법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AI 고유 위험 해결과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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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I 관련 규제의 과제와 역할

1. 성공적인 AI 규제를 위한 현재의 도전 과제들
(1) 기술의 정밀도와 정확성
❍ 물체 감지 및 얼굴 인식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의 등장으로 컴퓨터는 디지털
이미지 또는 비디오을 인식, 분석 및 처리하여 의사 결정의 형태로 숫자 또는
상징적 정보를 추론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됨
❍ 컴퓨터 비전의 잠재적 이점은 크지만 훈련 데이터 세트에 성별, 연령, 민족,
국적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통계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AI가 시각적
정보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상존
(2) 고객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과 AI 사용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
❍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승인된 데이터와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 AI가 점차 주류 소비자에게 접근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책임있는 데이터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새로운 AI 규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 개인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로 EU의 GDPR,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글로벌 및 지역 규제가 AI 기술에 대한 초기 규제 및 장벽으로 작동 중

(3) 결정의 차별과 편견
❍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가 내재한 불공정한 사회적 편견, 개발자의 편향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소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우려
- 결과적으로 AI 모델은 공정해야 하며 그 의사결정은 설명 및 추적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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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부는 AI 시스템의 결정과 결과가 왜곡이나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구축된 가정과 비즈니스 로직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이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 중

2. 규제를 통해 AI 기술 신뢰도 개선
❍ AI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의 결정이 잘못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기술을 관리하고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지침을 강화
- 규제는 조직이 기술을 관리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업과 정부 모두 신뢰를 얻고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며 책임 있는 성장을
촉진할 표준 및 규정을 고안해내야 함
-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작은 규모의 규제를 구현했지만 급속히 발전해 온 AI의
기회와 문제점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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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I 관련 규제의 미래

1. AI 규제 현황과 전망의 5가지 트렌드
(1) AI R&D 관련 규제의 형성
❍ AI가 가장 발전된 국가들 중 일부는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큐베이터
창설을 포함하여 국내 R&D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지침과 규정을 마련
- 국내 R&D를 통해 AI 역량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갖게 되기를 기대

❍ (사례) 미국: 미국 내에서 AI 역량을 개발하고 국가 이익을 높이기 위해 AI
발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 명령 13859를 2019년 승인
- 연방 데이터에 대한 엑세스를 늘림으로써 AI의 장기적인 R&D를 지원
- AI 투자를 우선시하여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미국
R&D 생태계를 강화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AI 기술 리더십을 유지

❍ (사례) 싱가포르: 중앙은행(MAS)는 금융 업계파트너와 협력하여 AI 및 관련
데이터 분석의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R&D 프레임워크이자 싱가포르 AI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베리타스(Veritas)를 개발
- 대규모 금융기관과 기술 파트너로 구성된 25명의 회원을 보유한 베리타스의 핵심
목표는 AI 사용과 데이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행하는 것

(2) 거버넌스 구조, 공공 정책 및 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운영 그룹 만들기
❍ 2018년 유럽위원회(EC)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EU 윤리 지침20)을
만들려고 학계, 시민 사회 및 산업계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된 AI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이라는 운영 그룹을 만듦

20)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19.11.13.), MAS Partners Financial Industry to Create Framework
for Responsible Use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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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협의 끝에 2019년 4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AI가 신뢰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다음의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인 ▲인간의 선택 의지
및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정성 ▲투명성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공정성
▲사회적, 환경적 웰빙 ▲책임을 확인
- 운영 그룹은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세스에 착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포럼을 운영

❍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AI 운영 그룹에 대한 원칙21)과 함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이를 육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토론 및 모범사례 지식 플랫폼인
인공지능 정책 연구소(AI Policy Observatory) 출범
- 이 플랫폼은 기술 커뮤니티, 민간, 학계, 시민 사회 및 기타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를 참여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허브를 제공
- 각 참여 국가에는 다른 사용자가 게시된 AI 전략 및 정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체 대시보드가 플랫폼에 존재22)

(3) 토론과 협력을 위한 포럼 만들기
❍ 이 트렌드는 운영 그룹의 공동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나, 주요 이해관계자,
기관, 정부 및 민간 부문에 개방되어 AI 전문가 리더들을 기반으로 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사례) 2017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글로벌 연구 기관인 CIFAR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국가 AI 전략인 ‘범 캐나다 인공지능(AI) 전략’에 따른 협력 사례
- 윤리 의학, 기후 변화, 취약 계층의 불평등, 공공 정책에 있어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는 미래 정책 리더들의 워크숍을 운영

21) 2019년 OECD가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촉진을 위해 발표한 원칙으로 44개국(37개 회원국, 7개
비회원국)에서 채택 되었음
22) OECD(2019.5), The OECD AI Policy Observatory (OEC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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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고 유익한 AI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부문 간, 학제 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팀인 솔루션 네트워크 설립
- AI 영향과 규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입법자들과 협력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AI 연구소의 네트워크 포럼

(4) 기술 개발, 역량, 파트너십 및 부서 간 교차 협력을 포함하는 AI 생태계 구축
❍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R&D에
자금을 투자하고,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여 인력 교육에 전념해야 함
❍ (사례)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한 로드맵인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 계획’23)을 발표
- 이 계획에는 R&D, 인재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규정, 윤리
규범 및 보안을 포함하며 3단계 계획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 핵심

(5) 국가와 정부는 AI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정책 및 법규를 개발
❍ 2019년 미국 상원은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입법 노력이자 AI의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구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알고리즘 책임법’을 발표
- 법률에 따라 연방 거래 위원회는 AI와 같은 ‘고감도’ 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은 알고리즘이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인지 소비자의
보안이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평가
- 이 법안은 대기업과 최소 1백만명 이상의 사람 또는 장치 정보를 보유한 기업,
연평균 매출이 5천만 달러 이상이며 주로 소비자 데이터를 거래하는 데이터 중개인
에게 적용

23) South China Morning Post(2018.10.1.), China plans to be a world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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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규제 현황 >

Note: 1. AI 전략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기에 전체적인 국가 AI 레벨 전략이 발표된 국가들을 고려되었고, 소소한
업데이터와 다른 이니셔티브들은 간파되었을 수 있음. 2. 별 표시가 된 국가들은 AI 윤리 프레임워크나 규제에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고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출처: KGS 분석, 2020년 12월; NIA 재편집

2. AI 규제에 대해 기업이 처한 현황과 역할
❍ AI 혁신 속도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정부들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이 필요
- 현재 AI 혁신과 운영을 주도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규제 환경은 제각각으로 일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준비
- 일부 국가들은 규제들의 모범 사례를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대다수 국가의 사법부는 AI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규제와 혁신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 작업이 필요
- 정부와 기업은 실행 가능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중립적인 환경에서 모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포함
36

3. 기업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
❍ 기업들은 AI를 준비할 때 거버넌스 및 위험 영향을 고려하고, 이러한 프레임
워크와 원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AI 규제는 단기간에 등장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AI 원칙을
적용한 표준화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보다 고도화된 AI 경제에서 2~3년 이내에
구체화 될 것을 예상

< 명확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6가지 전술적 단계 >
AI와 관련된 고유의 위험을 식별하는 동시에 혁신, 유연성 및 신뢰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AI 원칙, 정책 및 설계 기준을 개발하고 제어를
설정. 또한 역량과 사용 사례의 인벤토리를 작성하기 위해 조직 내 AI
발자국을 이해
전략, 구축, 교육, AI 배포, 운영 및 모니터링 평가를 포함하여 전체 AI
개발 수명주기에 걸쳐 엔드 투 엔드 AI 거버넌스 및 운영 모델을 설계,
구현 및 운영. AI 및 데이터와 관련된 고유의 위험 및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거버넌스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을 고려
현재 거버넌스 및 위험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갭 분석을 수행하여
해결해야 할 기회와 영역을 식별.

AI 솔루션을 신속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템플릿, 도구, 액셀레이터를 전달하는 프레임워크와 크로스 펑셔널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계
비즈니스 크리티컬 알고리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위험
관리 프레임위크를 통합하고, 설계와 운영에서 사이버 보안, 무결성, 공정성,
복원력의 고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첩한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
혁신과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하고 설정. AI 도구를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능에 투자할 필요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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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현재 AI 관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AI 거버넌스는
대중을 위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의 개입이 필요
- AI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나가지만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파편화 된 AI 거버넌스와
자체 규제안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
- 자국의 AI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각국 정부는 신뢰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AI 거버넌스 및 규제, 법률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규제는 대중의 AI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생 기업들이 신뢰도 확보를 위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AI 급격한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
-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각국 정부에서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선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거버넌스를 만들고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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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이스라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린패스(Green Pass)’ 발급

❍ 이스라엘 보건부가 자국 내 특정 장소나 시설 입장을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Green Pass)’ 발급에 착수
- 휴대폰이나 종이로 출력된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및 코로나 회복 여부를 인증
하여 락다운 해제 이후에도 출입이 제한된 다양한 상업 지구 및 시설에 출입을 허용
< 이스라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린패스’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발급 대상

∙ (백신 접종자) 접종 이후 6개월간 유효
∙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자) ’21년 6월 30일까지 유효
∙ (기타)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의 그린패스에 함께 이름이
등록

적용 지역

∙ 이스라엘 내 제한된 상업 장소 및 시설: 스포츠 경기장, 수영장, 레스토랑·카페, 영화관,
전시장, 문화행사장, 관광지 등

신청 방법

∙
∙
∙
∙

이용 방법

∙ 시설 입구에 QR코드가 붙어 있는 시설에 도착한 경우, 해당 코드를 스캔하여 도착
시설이 그린패스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이용 조건을 확인
∙ 그린패스를 필요로 하는 시설인 경우, 그린패스와 함께 국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ID,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
∙ 앱을 통해 그린패스를 제시하는 경우, 그린패스 화면을 동작

서비스 개시 : 2021년 2월
웹사이트: https://corona.health.gov.il/
보건부 전화 핫라인: *5400
모바일 앱: Traffic Light(Ramzor)

- 이스라엘의 그린패스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 보편적인
ID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 확산과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한
한편,
-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여부, 백신 접종 일자 등의 지나치게 불필요한 개인 의료정보
까지 공개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이슈가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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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전자정부 플랫폼 Singpass 브랜드 리뉴얼

❍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는 전자정부 서비스
플랫폼인 싱패스(Singpass)의 BI(Brand Identity) 리뉴얼 추진
- 현재 34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싱패스를 통해 1,4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만명 이상의 사용자 중 250만명 이상이 싱패스 앱을 사용 중
- 싱패스앱은 2020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 중 하나이며, 체크인
기능(SafeEntry)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큰 기여
< 리뉴얼 된 싱패스(Singpass) 플랫폼의 주요 특징 >
새로운 로고는 인간의 실루엣과 열쇠 구멍을 모두 나타내는
로고 마크 ‘i’를 특징으로 하며, 국가 디지털 신원 플랫폼에
대한 보안과 신뢰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새로운 로고는 2021년
3월 7일부터 Singpass 웹사이트와 앱에 업데이트
산업계와 함께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 기관과 기업들은 싱패스의 API를 활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인들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접근할 수 있음
∙ 싱패스를 사용하면 자체 인증 플랫폼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는
많은 로그인 정보들을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상
서비스 제공

∙ 싱패스를 사용하여 은행, 보험, 의료, 자선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접속 가능하며, 비밀번호 없이도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디지털 서명과
원격 거래 승인을 할 수 있음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ID로
안전한 거래

∙ 싱패스 사용자는 국가 인증기관의 신원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원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해 더 높은
보증을 제공

모든 사용자에게
손쉬운 사용성 제공

∙ 싱패스 웹사이트 및 앱의 주요 거래 페이지가 2021년 말까지 싱가포르의 4개
공식 언어로 제공될 예정
∙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는 SMS를 통해 일회용 암호를 받거나 웹브라우저
또는 키오스크에서 얼굴 인증을 사용하는 등 더 많은 인증 방법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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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 업데이트

❍ 스코틀랜드 정부는 지방 정부 협의체(COSLA)와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 비전과
세부내용을 설정한 2021년 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24) 발표
- 동 전략은 2017년 발표된 디지털 전략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스코틀
랜드의 디지털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디지털 정부에 필요한 여러 요소와 특성을
고려한 3가지 테마와 디지털 국가를 위한 원칙 수립
- 업데이트된 전략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스코틀랜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조치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지원하고 가속화할 것을 약속
< 국가 디지털 전략 주요 활동과 내용 >
테마

사람과
장소

강력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와
서비스

주요 활동

내용

모두 함께

스코틀랜드의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전한
디지털 포용 국가가 될 것

윤리적인
디지털 국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공공서비스와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이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를 구축

디지털
교육과 기술

높은 디지털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에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할 것

모든 비즈니스
디지털화

팬데믹의 결과로 가속화된 디지털화가 지속가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복원력을 개선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디지털
기술 지원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디지털 기술 부문을 성장

모두의
공공 서비스

모두가 접근가능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구축

정부의 변환

디지털 업무방식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 변환

24) 2021년 스코틀랜드 국가 디지털 전략 발표(2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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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버넌스 혁신 2.0’ 공개 및 시민의견 공모 진행

❍ 일본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고도로 융합한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중심사회인‘Society 5.0’를 목표로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버넌스 모델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
❍ 경제산업성 내 ‘Society 5.0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검토회’에서 2020년
7월에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규칙과
구조 재설계 개요’ 보고서25)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 공모를 진행 중
- 법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거버넌스 모델로는 현 사회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가 규칙설계·감독·집행을 도맡은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이 중심이 되는 모델을 제시
< 애자일 거버넌스에 기반한 각 관계자 역할 변화 >

25) 「GOVERNANCE INNOVATION: Society5.0 の実現に向けた法とアーキテクチャのリ・デザイン」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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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접근법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 에퀴닉스(Equinix)社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공
클라우드 이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인 전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그간 다양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관련 기술 요구사항 충족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솔루션 채택이 더디게 진전되어 왔음
- 그러나 ’20.10월 뉴사우스웨일즈(NWS)주는 정부 부처 서비스를 공공 클라우드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클라우드 우선(public cloud first)’ 전략 채택을 의무화
함에 따라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에퀴닉스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유연성과 보안을 담보로 하는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클라우드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

❍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전략의 이행을 위해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애자일
(agile)하며 탄력적인 클라우드 접근법 채택이 필요
- 주 정부 내 산재된 비(非)디지털 기반의 복잡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공공 클라
우드로의 전환에 큰 걸림돌로, 정부 부처들의 효과적인 클라우드 이전을 위해 장기
적인 현대화 및 폐기 전략 수립이 필요
※ 특히, 데이터의 특성과 소유권에 따라 애플리케이션들 중 공공 클라우드로 이전과 사설 클라우드인
정부 내부 데이터센터에 보관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함

- 또한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접근법 채택을 통해 정부 인프라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시 부처들간 통합과 업무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에 클라우드 이전
시에도 탄력성과 애자일성은 중요한 검토 요인
- 이 같은 접근법은 클라우드 구축으로 인해 특정 벤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시민 제공 공공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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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계획26)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예방
접종 증명서를 세계보건기구(WHO)와 에스토니아에서 공동개발을 진행
- 이는 보건자료를 상호운용하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 전자처방 및 전자
약품조제, 국가보건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유럽의 로드맵에 대한 작업을 포함
< WHO ‘스마트 예방접종 증명서(smart yellow card) 협력단’의 목표 >
항 목

내 용

거버넌스 구축

∙ 공통기준 정립과 보안, 인증,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교환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 달성

참여국 간의
연계성 확보

∙ 활동을 통한 교훈과 공통성을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과 협력을 연계한다.

공용 지침 정립
신뢰성 있는 글로벌
백신 인증서 구축

∙ 참여국에서 채택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립한다.
∙ 코로나19 백신 처방 사례를 제공하고 다른 의료서비스의 기초서비스를 정립하는
디지털 해결책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인증서 양식을 조성한다.

26)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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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 착수

❍ 덴마크 재무부와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헬스 포털(sundhed.dk)’을 통해 2021.
2월 중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공식적인 발급에 나설 것으로 발표27)
- 덴마크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 말까지
노령층과 의료진들에 대해 전원 접종을 완료하며 이후 전체 인구로 접종을 조속히
확대할 예정
- 코로나19 백신 여권 솔루션은 기존의 국가 인프라와 백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축하며, 초기 발급 대상자는 비즈니스 여행객으로 추후 3~4개월 간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발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

NEWS 8

구글 클라우드, 지능형 코로나19 백신 배포 솔루션 출시

❍ 구글 클라우드는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독려하기 위해 ‘지능형 코로나19 백신
배포(Intelligent Vaccine Impact Solution)’ 솔루션을 출시
- 구글 클라우드의 지능형 백신 배포용 솔루션은 코로나19 배포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접종 가능여부 진단, 접종 예약 등 기능을 제공
- 감성분석 기반으로 시민들의 피드백을 공유하며 대중의 의식 변화를 분석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겪는 시민들의 민원 및 질의응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

27) Healthcare IT News(2021.2.5.), Denmark to introduce digital coronavirus pas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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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 국가 디지털 ID 추진현황

❍ 바이오메트릭업데이트닷컴(biometricupdate.com)은 영국의 Single Sign-on,
호주의 Digital ID ecosystem, 네덜란드의 국가 디지털 ID 추진 계획을 보도
※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디지털 ID 도입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며, 캐나다는 디지털 ID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가별 디지털 ID 추진현황 >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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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부 서비스에 SSO(Single Sign-on)를 도입 및 디지털 ID 시스템을 통일하고
부문 간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할 계획
∙ 기존의 공공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인 GOV.UK Verify는 올해 9월 까지 유지하고
향후 GOV.UK Accounts를 만들어 대체할 예정
∙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디지털 ID 에코시스템을 감독하고, 민간에서는
산업 내 자체적인 규제와 기존 규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논쟁 중
∙ 국무장관은 확실한 디지털 ID 시스템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는
이를 위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촉구
∙ DIACC(Digital ID and Authentication Council of Canad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디지털 ID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가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기를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