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사업 진출 시 캐나다 백신 접종 자격 증명을 수용한다고 발표  

  

뉴욕주와 미국 이외의 법인 간의 첫 번째 자격 증명 교환을 나타냄  

  

캐나다 7개 주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인증서, 주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재까지 검색된 100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포함하여 660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가 존재함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 뉴욕시민들의 부스터샷 또는 추가 접종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Excelsior Pass Plus)를 여기에서 검색할 

수 있음  

  

전국의 조직과 기업들, 무료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을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SMART Health Cards 사양을 준수하는 캐나다 주 및 

지역에서 발급된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 증명이 주 Excelsior Pass Scanner 

앱을 통해 즉시 접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이 재개됨에 따라, 

이는 완전히 백신을 접종받은 캐나다인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입국할 때 

호환되는 백신 접종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월 9일 현재, 캐나다의 

7개 주와 준주가 주의 기준에 맞는 백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퀘벡, 

매니토바, 유콘,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노스웨스트 준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캐나다 주와 준주가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경이 재개됨에 따라 이러한 중요한 파트너십은 중요한 

비즈니스, 상업 및 경제 개발 활동의 복귀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캐나다인들과 뉴욕 기업들에게 중요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pass.ny.gov%2Fhom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234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1FsEqVkSDCFe2W%2FkMQ9Q%2BvEpmwj9lqOU9ZQn2rgeLm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apple.com%2Fus%2Fapp%2Fnys-excelsior-pass-scanner%2Fid1552709177&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3342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Ap2b9NT20eXvNOL%2Fwe2JqFErtIfKlKIdLwDAnrTl7l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433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km5Lnf63k0tSXDJZdrfGhy0Emf1znuN87lPxLB%2Fyon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vci.org%2Fabout%23smart-health&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433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km5Lnf63k0tSXDJZdrfGhy0Emf1znuN87lPxLB%2Fyon0%3D&reserved=0


소식입니다.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플랫폼의 지속적인 혁신 덕분에 뉴욕주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현재의 요구사항은 물론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구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10월 5일 발표한 바와 같이,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은 주정부의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패스의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에는 CDC 및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포함하는 연방 및 주정부 코로나19 공중 보건 지침에 기초한 완전 백신 

접종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비미국 법인과 백신 접종 자격 증명 수용을 

앞당김으로써, AstraZeneca/Oxford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호환되는 자격 증명을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는 주 전역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 Khawar Nasim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 

캐나다인들이 뉴욕의 많은 명소를 방문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우리의 

사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옴에 따라 저는 그들의 주 및 준주 백신 

자격증이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를 통해 인정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뉴욕 주재 퀘벡 대표인 Martine Héber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퀘벡 정부와 

뉴욕주 사이의 여러 번에 걸친 논의를 통해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에 의해 

퀘벡의 VaxiCode가 인정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퀘벡-캐나다-뉴욕 관계의 또 다른 훌륭한 예이며, 우리는 강력하고 

번영하는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163,000건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이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를 쉽고 원활하게 확인하기 위해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계속 활용하는 수천 개의 뉴욕 기업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스캐너 앱의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기업은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서 방문하는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7개의 캐나다 

주와 준주 외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워싱턴 주와 

같은 다른 미국 주에서 발행한 패스도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2021년 3월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서와 음성 검사 결과 

인증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100만 장을 포함하여 660만 

장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가 발급되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부스터샷 또는 

추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뉴욕 시민들은 이제 만료되기 전에 엑셀시어 백신 접종 

패스 플러스(Excelsior Vaccination Pass Plus) (개인의 백신 접종 기록의 안전한 사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엑셀시어 백신 접종 패스 플러스(Excelsior Vaccination 

Pass Plus)를 받았던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패스 플러스(Pass Plus)를 찾기 위해 

언제든지 epass.ny.gov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패스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excelsior-pass-first-nation-validate-passes-issued-us-states-based&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5334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uozjWa8ZcbNDkZTZ16ZyAKEMnlRMUlyyXhCMumG0nO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new-york-state-trusted-issuer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6330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FOedrwbnNliDvUTpkyOIAUbOJP9hxBCVurPLuBfjT2Y%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pass.ny.gov%2Fhome&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51094bff32c04e5812f308d9a9fc968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2772459787325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n3xOKWu9j8d6VSfeyT9wDazpGfY5TE0zXlw31qlxuv0%3D&reserved=0


주정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솔루션 아키텍처를 

확장하여 뉴욕 시민과 기업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함에 따라, 상호 운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주 및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Hochul 주지사는 Excel Pass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주 및 정부의 디지털 

건강 자격 증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프레임워크인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청사진(Excelsior Pass Blueprint)의 가용성을 발표했습니다. 청사진을 공개한 후, 

뉴욕주는 관심있는 단체들에게 추가 도구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가상 

이벤트와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스에 관심이 있거나, 부스터샷 또는 추가 

접종을 포함하는 패스에 관심이 있는 뉴욕 시민은 여기에서 엑셀ㄹ시어 백신 접종 패스 

플러스(Excelsior Vaccination Pass Plus)를 검색하도록 권장합니다.  

  

기관과 사업체들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제공되는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과 뉴욕주의 신뢰받는 공인 발급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청사진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에서 링크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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