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연방 및 뉴욕주 코로나19 지침을 기초로, 엑셀시어 패스가 미국 

최초로 미국 각 주에서 발급한 패스들을 인증한다고 발표  

  

업데이트된 스캐너 앱, 안전하고, 보안 처리된 각 주별 수용을 위해 전국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  

  
출범 이후, 560만 회 엑셀시어 패스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정보 접근; 뉴저지 또는 

버몬트 주에서 백신을 접종한 뉴욕 주민들도 이제 패스로 확인 가능 대상  

  
현재까지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 145,000회 이상 다운로드,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자산 여기에서 이용 가능  

  
엑셀시어 패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비즈니스를 위한 무료 안내용 앱인,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이 연방 및 뉴욕주 코로나19 지침을 기초로 

뉴욕주 외부의 신뢰 받는 발급자들에게서 스마트 헬스 카드(SMART Health 

Cards) 인증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가 주도하고 

마요 클리닉(Mayo Clinic), 보스턴 어린이 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미트라(MITRE), 커먼스 프로젝트 파운데이션(Commons 

Project Foundation)을 포함한 800여 민관 기관의 연합체인 백신 인증서 

계획(Vaccine Credential Initiative, VCI)과 협업으로 설계된 미국 최초의 솔루션으로, 

이 앱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은 전국 발급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서의 표준 및 

수용을 지원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직장과 학교, 여가, 여행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평등과 접근성에 대한 뉴욕주의 헌신으로써 미국의 모든 

비즈니스 또는 시설은 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 최초의 이 자발적 플랫폼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560만 회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가 발급되었으며, 여기에는 80만 회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도 

포함됩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은 세 가지 종류의 엑셀시어 패스 옵션을 통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 테스트 결과 증명을 제공하며,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및 음성 테스트 결과를 세 가지 종류의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옵션을 통해 

제공합니다. 뉴저지주 또는 버몬트주에서 접종을 한 뉴욕 주민들은 이제 엑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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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및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통해서 접종 증명서 또는 디지털 접종 기록에 각각 

접근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대담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전국 최초의 접종 및 음성 테스트 패스 시스템인 "엑셀시어 패스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우리 경제의 안전한 재개방과 뉴욕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신뢰하는 공동의 정책과 

헌신에 기초하여, 모든 비즈니스에서 무료로 사용 및 인증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이 솔루션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캐너의 확장된 인증 능력은 뉴욕 비즈니스들이 다시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뉴욕주의 결심을 한번 더 확인하는 한편, 국가적 

협업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이후, 스캐너 앱은 스마트 헬스 카드를 

발급하는 미국의 각 주에서 패스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가 포함되며 곧 워싱턴 주가 포함될 예정이므로, 비즈니스들이 

뉴욕주 외부에서 오는 더 많은 고객의 원활한 비접촉식 입장에 이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트라의 최고 디지털 건강 의사이자 VCI의 공동 대표인 Brian Ander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 실내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 인증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뉴욕시가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매우 기쁩니다.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과 

같은 각 주들의 협력은,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혁신, 포용,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인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SMART Health Cards 

Framework)의 힘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부회장 및 부 CTO인 Lila Tretikov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스마트 헬스 카드를 채택하고 스캐너 앱을 업데이트한 것은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지역사회 조직들이 함께 협력할 때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코로나19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VCI 회원들이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열린 협업의 영감을 

불어넣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표준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뉴욕주처럼 

공공 서비스에서 개인, 비즈니스, 혁신가들이 스마트 헬스 카드 사용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볼 때 힘이 납니다."  

  

커먼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이자 코넬대학 선임 연구원인 JP Polla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VCI가 스마트 헬스 카드를 도입했을 때, 저희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기록의 믿을 만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뉴욕주, 

그리고 이 기술을 지지하고 기술 사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파트너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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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포함하여, 신뢰 받는 전국 발급자들 덕분에, 1억 5천만 명 이상의 미국 

주민들이 스마트 헬스 카드에 접근성을 갖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은 저와 같은 뉴욕 주민뿐 아니라,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법으로 스마트 헬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간단하고 편리한 메커니즘의 힘을 

제공합니다."   

  

스캐너 앱의 규정 엔진을 통해, 신뢰받는 발급자 프레임워크는 수용한 패스들이 

뉴욕주의 발급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합니다. 주 및 연방 공중보건 지침에 기초하여, 

스캐너 앱은 백신 종류, 백신 접종 완료의 정의, 인쇄 및 디지털 방식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약속, 개인 의료 정보 보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앱은 다른 신뢰받는 VCI 

발급자에 의해 무료로 스마트 헬스 카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 기술 책임자 및 최고 정보 부책임자인 Rajiv Ra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이후, 뉴욕 전역의 협업 팀은 미국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음성 테스트 

결과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에 스캐너 앱을 오늘 업데이트 함으로써, 개인, 그리고 전국의 각 기관과 

비즈니스, 모임 장소 모두를 위한 능력과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연방과 주의 

코로나19 지침에 기초한 첫 인증 시스템 및 규정 엔진으로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이끌어줄,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과 활동에 더욱 가깝게 가게 해줄, 

새롭고, 비용이 없고, 접근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기술부(California Department of Technology) 최고 기술혁신 책임자인 

Rick Klau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가 전자적으로 백신 접종 기록을 

인증하기 위한 오픈 프레임워크에 전념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출시는 백신 

접종 정보 인증을 주민과 비즈니스 모두에게 편리하게 만드는 전국적, 상호운용적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워싱턴 주 Jay Inslee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백신 접종 인증이 더욱 

손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싱턴 주가 이 기술과 

스마트 헬스 카드 솔루션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주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코로나 전파를 막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은 145,000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의 비즈니스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하게 재개방되도록 돕는 데 이 도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뉴욕 패션 위크(New York Faship Week), 하이마크 스타디움(Highmark 

Stadium)의 버팔로 빌스(Buffalo Bills), 롱아일랜드 대학의 틸리스 센터(Tilles Center) 

등의 뉴욕 모임 장소들은 최근, 그리고 조만간 열릴 이벤트를 위해 엑셀시어 패스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타격을 입은 뉴욕 

비즈니스들은 계속하여 엑셀시어 패스를 주 전역에서 활용합니다.  

  



모든 뉴욕 비즈니스, 모임 장소 또는 기관들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무료의 검증 가능한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한 등록 양식을 작성하면 곧바로 

엑셀시어 패스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용 엑셀시어 

패스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자산은 여기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 앱의 

목적은 비즈니스 입장객을 위하여 백신 접종 증명 및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에 

대해 스마트 헬스 카드 프레임워크와 대조하여 신뢰 받는 발급처의 패스만을 

인증합니다.  

  

관심있는 뉴욕 주민은 오늘 무료 패스를 입수하기 위하여 epass.ny.gov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백신 접종 패스 

플러스는 개인 접종 기록의 보안 처리된 디지털 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따라서 

만료일이 없습니다. 엑셀시어 백신 접종 패스는 첫 백신 접종 시리즈의 마지막 접종 

시부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 5월 업데이트 이전에 엑셀시어 백신 패스를 받으신 

경우, epass.ny.gov에서 언제든지 새 패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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