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8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관광객과 출장자들의 안전한 복귀 지원을 위해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 출범 발표 

  

뉴욕의 성공적인 국내 최초 플랫폼에서 이제 다른 주, 국가, 세계 기업들이 인정하는 

새로운 패스 옵션 제공 

  

현재까지 3백만 개 이상의 패스를 사용한 엑셀시어 패스 성공에 기반 

  

이 분야 최초의 협업에서, 베리플라이(VeriFLY)는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탑승에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 티켓을 받을 예정 

  

브로드웨어 극장, 퍼블릭 시어터의 프리 세익스피어 인더파크, 링컨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관람에 엑셀시어 패스 이용. 메리어트는 200개가 넘는 뉴욕 

체인에서 이벤트를 주관하는 행사 기획자에게 엑셀시어 패스 솔루션 제공  

  

Andrew M. Cuomo는 오늘 뉴욕 주민들의 여행 및 상업 활동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3백만 건의 패스를 발행하고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과 VCI이라는 국제 컨소시엄이 개발한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SMART Health Cards Framework) 간의 상호 호환성을 부여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온(Daon)과 베리플라이(VeriFly)의 

전국 최초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하여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사용자들은 

인증을 받은 코로나19 (COVID-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안전하게 베리플라이에 

업로드할 수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을 이용하여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바하마 직항과 엘살바도르,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푸에르토리코 

경유 노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로 접근을 원할하게 하는 협력관계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목록은 더욱 길어질 예정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스마트 헬스 카드(SMART Health Cards)를 받는 곳으로 여행할 때 뿐 

아니라,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하는 수백 곳의 사업장과 장소에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와 VCI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SMART 

Health Cards Framework)를 사용하여 보안이 된 코로나19 백신 기록 전자 사본을 받을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eab3494-b1300d8f-eea9cda1-0cc47a6d17e0-12e91eed7f22727d&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5630b5a-daf83241-8561f26f-0cc47a6d17e0-30473292dc88013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5630b5a-daf83241-8561f26f-0cc47a6d17e0-30473292dc88013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5630b5a-daf83241-8561f26f-0cc47a6d17e0-30473292dc88013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5630b5a-daf83241-8561f26f-0cc47a6d17e0-30473292dc88013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9e9c6c5-4672ffde-19eb3ff0-0cc47a6d17e0-15a61bfd55d83897&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9e9c6c5-4672ffde-19eb3ff0-0cc47a6d17e0-15a61bfd55d83897&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8755dc7-b7ee64dc-e877a4f2-0cc47a6d17e0-2c6851f21739156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8755dc7-b7ee64dc-e877a4f2-0cc47a6d17e0-2c6851f217391563&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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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므로, 다른 주와 해외로 여행하거나 상업 활동을 할 때, 더욱 안전하고, 접촉을 

줄이고, 더욱 편리해지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뉴욕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할 것이며, 백신 

접종 확인을 확실히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저희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1일부터 저희는 

‘공중 보건이냐 경제냐’ 하는 질문은 틀린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답은 양쪽 모두이며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 계속 과학을 주시하면서, 뉴욕 주민과 

뉴욕의 상업적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도구의 혁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솔루션 성공을 바탕으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그 이용 

영역을 넓혀서, 뉴욕주의 주요 경제 원동력인 관광과 출장 목적 여행의 안전하고 확실한 

재개를 지원하며, CDC 백신 접종 카드와 같은 수준의 정보와 유효성을 제공하는 한편, 

분실이나 도난될 수 있는 종이 카드보다 더 보안성이 좋고 뉴욕주가 인증한 패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제휴하여 개발한 VCI는 570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자발적 

연합체로, 여기에는 마요클리닉(Mayo Clinic), 미트라(MITRE), 보스턴 어린이 

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커먼스 프로젝트(The 

Commons Project) 파운데이션이 포함되어 오픈 소스 스마트 헬쓰 카드 프레임워크와 

사양의 개발 및 실행을 주도합니다. 이는 이미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하와이 등 몇몇 

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이중 인증 보안 장치를 사용하며, 

무료이고, 신뢰성 있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확인 가능한 백신 인증서를 종이 사본 

또는 전자 사본 형태로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뉴욕주의 노력을 확대하며, 

국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과 개인 신원과 연결된 서명된 

임상 데이터의 조화를 지원합니다. 현재,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소지한 미국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및 주저지 항만관리위원회 Rick Cotton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이용하여 국제선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와 

베리플라이 간의 이 부문 최초의 제휴를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것은 우리 지역 경제의 

두 기둥인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을 재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의 출범과 베리플라이와 제휴는 관광객들에게 항공 여행의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팬데믹 내내 뉴욕 및 뉴저지 항만 관리 위원회가 기울인 다각적 

노력을 증대해 줍니다. 

  

커먼스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코넬 테크(Cornell Tech) 선임 연구원 및 VCI의 

공동 대표인 JP Polla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헬스 카드의 채택과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의 열린 표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의 이용 

https://www.mayoclinic.org/
https://www.mayoclinic.org/
https://www.mitre.org/
https://www.mit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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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ffb3b3-4d648af4-12fd4a86-000babd9fa3f-143cadb6aa9a96bd&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www.childrenshospital.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ffb3b3-4d648af4-12fd4a86-000babd9fa3f-143cadb6aa9a96bd&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www.childrenshospital.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2ffb3b3-4d648af4-12fd4a86-000babd9fa3f-143cadb6aa9a96bd&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www.childrenshospital.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5ed27b6-8a761ef1-d5efde83-000babd9fa3f-a94668310e7b620b&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thecommonsproject.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5ed27b6-8a761ef1-d5efde83-000babd9fa3f-a94668310e7b620b&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thecommonsproject.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5ed27b6-8a761ef1-d5efde83-000babd9fa3f-a94668310e7b620b&q=1&e=212febe9-2217-4699-8be2-6d0a9f43ea37&u=https%3A%2F%2Fthecommonsproject.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53cd161-caa7e9a6-953e2854-000babd9f75c-1ee67bc6d5973c45&q=1&e=823cde0b-3fef-4f42-987d-1f415bb36f4d&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가능성에서 큰 도약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으로서 제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지 않고 

어디를 가거나 저의 건강 상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재개방과 정상 상태의 회복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지난 3월 출범시킨 엑셀시어 패스는 이 종류로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가능한 제품입니다. 요식업, 오락업, 숙박업 등 타격을 입은 산업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재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테스트 음성 결과의 

디지털 증명서를 제시하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브로드웨이(Broadway) 극장들과 퍼블릭 시어터(Public Theater)의 프리 세익스피어 

인더파크(free Shakespeare in the Park), 링컨 센터(Lincoln Center)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 Opera) 등 주요 관광지와 이벤트 장소는 최근 입장 확인을 위해 

엑셀시어 패스를 이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앞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바클레이즈 센터(Barclays Center), 양키 스타디움(Yankee Stadidum) 등 

뉴욕의 대형 스타디엄에서 성공적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은 뉴욕의 200곳 이상 체인에서 이벤트를 주관하는 

행사 기획자들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모든 뉴욕주 근무자들이 백신 접종 또는 

매주 감염 검사를 의무화 하겠다는 주지사의 7월 28일 발표 후에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엑셀시어 패스와 패스 플러스 모두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뉴욕 성인 

가운데 75.7% 이상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 했으며, 성인 가운데 68.8%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CDC). 엑셀시어 패스 솔루션은 사무실 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사무실과 같이 공용 공간의 재개방을 지원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뉴욕 주민은 뉴욕주 엑셀시어 월릿 앱을 통해 패스 사용하는 법 등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epass.ny.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요약 정리 

  

·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의 안전한 전자 사본이며 이용자 

데이터의 기밀과 보안을 유지합니다. 

·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백신 정보에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의 편리한 확인을 위한 종이로 된 CDC 백신 접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백신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자를 포함합니다. 

·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마트 헬스 카드를 받는 곳에서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호환 가능한 표준을 사용합니다. 

·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또는 백신 접종 

정보를 뉴욕주 병원에 제공하여 뉴욕주 및 뉴욕시 보안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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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2.fireeye.com/v1/url?k=204b4626-7fd07ee1-2049bf13-000babd9f75c-948560a22f5c1bf4&q=1&e=823cde0b-3fef-4f42-987d-1f415bb36f4d&u=https%3A%2F%2Fwww.iloveny.com%2Fblog%2Fpost%2F8-things-to-do-for-a-covid-safe-night-out-in-new-york-state-this-summer-with-your-excelsior-pass%2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atient-facing-healthcare-workers-state-run-hospitals-will-b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atient-facing-healthcare-workers-state-run-hospitals-will-be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
https://epass.ny.gov/hom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7ecc0ab-8877f9b0-d7ee399e-0cc47a6d17e0-ba17cd22050b581a&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47b9f35-3be0a62e-64796600-0cc47a6d17e0-275ab444b953ad9d&q=1&e=941388ba-194b-42fa-b970-d4dc46f0267f&u=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


 

 

·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이것이 뉴욕주가 발행한 진짜 인증서이며 변경 또는 

조작되지 않았음을 인증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암호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엑셀시어 패스와 마찬가지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엑셀시어 패스 웹 포털 또는 

무료 NYS 전자지갑 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나 이중 인증을 위하여 유효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요구합니다. 

·    엑셀시어 패스는 방대한 정보가 담긴 헬프 데스크와 함께 제공되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인쇄가 가능합니다.  

·    현재 영어로 제공되며, 8월 중순에 추가 언어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    엑셀시어 스캐너 앱(Excelsior Scanner App)은 엡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엑셀시어 패스를 받도록 8월 중순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개인들은 엑셀시어 백시네이션 패스(Excelsior Vaccination Pass), 안티젠 

패스(Antigen Pass), 이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까지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로 받아 

보관할 수 있으며, 시작하려면 epass.ny.gov에 방문하면 됩니다. 

·    엑셀시어 패스와 마찬가지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제출 시기, 여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제시를 CDC 백신 접종 카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된 CDC 예방 접종 카드 등 개인들은 항상 대안적인 

형태의 확인서를 사용할 옵션이 있습니다. 

  

다온(Daon)의 CEO인 Tom Gris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 미루었던 가족 

휴가를 위해 항공편을 잡거나 공연 또는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경험을 재개하도록 돕기 위하여 뉴욕주 팀의 일원이 되어 저희 다온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베리플라이를 

신뢰하였으며 저희는 이제 뉴욕 주민들의 여행을 돕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트라의 최고 디지털 헬쓰 담당 의사이자 VCI의 공동 대표인 Brian Ander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에서 안전한 직장, 상점, 학교, 

여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대기기에서 자신의 건강 기록에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VCI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뉴욕이 혁신을 거듭하고 

주민과 방문자들이 지역과 세계 전역에서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하도록 지원하면서,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요클리닉 플랫폼의 대표이자 VCI의 공동 대표인 John Halamk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40년 동안 표준의 위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협업을 통하여 

뉴욕 주민과 기업이 여행을 즐기고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계 책임자이자 VCI의 공동 대표인 Josh Mandel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는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VCI의 노력을 

증폭해 줍니다. 무료의 오픈 표준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프레임워크는 건강 정보를 

요청하고,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뉴욕이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안전한 재개방을 도모하는 노력에 기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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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국제 영업 조직 선임부사장인 Tammy Routh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전문가들을 위해 혁신적인 회의 솔루션과 선택적인 건강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메리어트의 커넥트 위드 컨피던스(Connect with Confidence)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안전한 엑셀시어 패스 솔루션을 저희 회의 기획자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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