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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엑셀시어 패스 운영 시작 이후 100만 개 이상 발급되었다고 발표  

  

예방 접종 완료자의 마스크 착용 에 대한 새로운 CDC 지침을 채택 이후 뉴욕주 전역의 

주요 시설 및 기업은 재개 과정에서 엑셀시어 패스 활용  

  

전국 최초로 도입된 디지털 패스는 뉴욕주 지침에 따라 예방 접종 또는 코로나19 음성 

검사 상태를 무료로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엑셀시어 패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패스는 현재 365일 동안 유효하며 뉴욕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최종 접종일 15일 이후 발급 가능  

  

뉴욕 아일랜더스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엑셀시어 패스의 비롤은 여기에서, 엑셀시어 

패스 마케팅 이미지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자발적 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100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가 발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의 각종 시설, 대학, 경기장 및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엑셀시어 패스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디지털 증빙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작년 한 해를 보낸 후, 뉴욕 

주민들은 백신 접종과 함께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 근무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도입된 엑셀시어 패스는 이러한 회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100만 건 이상의 패스 발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포기한 많은 활동을 재개하려는 뉴욕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더 강한 주정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뉴노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우리가 이 끔찍한 팬데믹을 극복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 DOH) 지침을 준수하여 더욱 나은 방식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주에만 패스 다운로드가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5월 19일 현재 주정부는 예방 접종 

완료자 대상 수용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질병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b3aa5af-84a19cb4-db385c9a-0cc47a6d17e0-a32a3b4eb885b70c&q=1&e=6da636ae-3aa1-49a4-bd69-53ed985e47c7&u=https%3A%2F%2Fwww.dropbox.com%2Fs%2Fgiy2jg3y057btr9%2FIslanders%2520Excelsior%2520Pass%2520B-Roll.mp4%3Fdl%3D0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719250730202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신규 지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엑셀시어 패스는 이러한 경우 쉽게 백신 접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항상 서류 등 기타 형식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확인서 및 음성 검사 결과를 

기업 및 시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관중을 유치할 수 있도록 뉴욕주에서 이미 엑셀시어 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스포츠 시설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바클레이 

센터(Barclays Center), 양키 스태디움(Yankee Stadium), 시티 필드(Citi Field), 나소 

콜로세움(Nassau Coliseum), 벨몬트 파크(Belmont Park), 타임즈 유니언 센터(Times 

Union Center), 엔비티 뱅크 스태디움(NBT Bank Stadium), 한시적으로 토론토 블루 

제이스(Toronto Blue Jays)가 사용하고 있는 캐리어 돔(Carrier Dome), 세일런 필드 

(Sahlen Field) 키뱅크 센터(Keybank Center), 프론티어 필드(Frontier Field) 등이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등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캠퍼스를 비롯하여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페이스 대학교(Pace 

University), 롱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등 뉴욕의 대학은 이미 대면 

졸업식, 스포츠 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가을 행사 등을 위해 엑셀시어 패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 패스(Vaccination Pass) 및 두 

종류의 검사 패스(Test Pa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 사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또한 여기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마케팅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손님/고객에게 해당 기업이 

엑셀시어 패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록 뉴욕 주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패스는 뉴욕주에서 받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또는 음성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뉴욕주의 주요 기업이 

사무실 사용 재개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엑셀시어 코로나19 예방 접종 패스는 발급 후 365일 동안 유효하며, 기존의 180일 

보다 유효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예방 접종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간 

연장을 혜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패스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들은 

반드시 패스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365일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엑셀시어 예방 접종 패스의 유효 기간은 연방 및 주정부 보건 전문가의 최신 지식을 

반영하여 설정되었으며 추가적인 과학 및 검사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PCR 및/또는 항원 검사에 대한 엑셀시어 

패스에 관심이 있다면 epass.ny.gov를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5/NYS_CDCGuidance_Summary.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unch-excelsior-pass-help-fast-track-reopening-businesses-and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rge-scale-outdoor-venue-capacity-increase-new-fully-vaccinated-f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rge-scale-outdoor-venue-capacity-increase-new-fully-vaccinated-f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rge-scale-outdoor-venue-capacity-increase-new-fully-vaccinated-f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large-scale-outdoor-venue-capacity-increase-new-fully-vaccinated-fan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ssau-coliseum-will-have-fully-vaccinated-fan-section-islander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ssau-coliseum-will-have-fully-vaccinated-fan-section-islander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ssau-coliseum-will-have-fully-vaccinated-fan-section-islander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nassau-coliseum-will-have-fully-vaccinated-fan-section-islander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uffalos-sahlen-field-host-additional-2000-spectators-blue-jays-game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uffalos-sahlen-field-host-additional-2000-spectators-blue-jays-game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buffalos-sahlen-field-host-additional-2000-spectators-blue-jays-games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
https://forward.ny.gov/excelsior-pass-business
https://forward.ny.gov/excelsior-pass-frequently-asked-questions#digital-assets
https://epass.ny.gov/home


 

 

  

엑셀시어 패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  

  

• 엑셀시어 패스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또는 음성 검사 결과에 대한 증빙을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며, 사용자의 데이터는 항상 

기밀과 보안을 유지합니다.  

• 현재 패스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PCR/항원 검사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엑셀시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패스(Excelsior COVID-19 Vaccination 

Pass)는 마지막 백신 접종 15일이 지난 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  

• 엑셀시어 코로나19 PCR 검사 패스(Excelsior COVID-19 PCR Test 

Pass)는 검사 후 셋째 날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 엑셀시어 코로나19 항원 검사 패스(Excelsior COVID-19 Antigen Test 

Pass)는 시험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 각 패스는 패스가 유효하며 데이터 변조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암호화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엑셀시어 패스는 광범위한 자원을 갖춘 헬프 데스크(Help Desk)와 함께 

제공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뉴욕 주민들은 항상 CDC 카드나 실제 실험실 검사 결과 등 기타 형식의 

증빙을 직접 기업이나 시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곳 및 검사 제공업체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검사 데이터를 

적시에 안전한 뉴욕주 및 뉴욕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NYS DOH 지침에 따라 모든 뉴욕주 백신 관리자는 데이터 입력 문제가 

확인되면 입력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정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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