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현재까지 거의 1,100만 건의 엑셀시어 패스 발행, 뉴욕 시민들에게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회수하도록 상기  

  

현재까지 발행된 거의 1,100만 개의 엑셀시어 패스(4백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 포함)  

  

6월 30일부터 엑셀시어 패스가 만료됨에 따라 최신의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 및 테스트 

자격 증명 옵션인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만 사용 가능  

  

뉴욕 시민, 무료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여기에서 확도하도록 독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현재까지 1,090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가 발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최초 플랫폼이 뉴욕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원래의 엑셀시어 패스 유형이 만료됨에 따라 주정부는 뉴욕 시민들에게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최신의 패스 옵션 인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검색하도록 상기시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계속 

헤쳐나가면서, 우리 주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국가를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확보할 

것을 독려합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가장 최신의 가장 포괄적인 패스 옵션)는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의 안전한 디지털 사본으로, 하나의 기록으로 계속 보관됩니다. 이는 뉴욕주에 

의해 검증되었고 현재 23개 이상의 미국 주, 푸에르토리코,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상호 

운용 가능한 개방형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뉴욕 시민들은 이러한 장소 및 다른 

곳에서 엑셀시나 패스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SMART Health Car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 플러스는 또한 투여 후 사흘에서 나흘 사이에 회수되는 한 개인의 

부스터 또는 추가 복용량을 포함합니다. 엑셀시어 패스와 마찬가지로 음성 테스트 패스 

플러스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DC 백신 접종 카드 

또는 운전 면허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뉴욕 시민들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수령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pass.ny.gov%2Fhom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sNL75Z0v16qO5xprl1KahxPu64Pr2xZI%2FcQ7wVhGPE%3D&reserved=0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사용하는 수많은 뉴욕주 

기관에서 진행 중인 협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021년 3월에 미국 최초의 코로나19 자격 증명 시스템으로 출시된 엑셀시어 패스는 

처음에는 뉴욕의 경제 재개를 빠르게 추적하면서 뉴욕 시민들이 백신 및 테스트 정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연방 및 주 지침에 따라 모든 엑셀시어 백신 접종 

패스는 CDC의 완전 백신 접종에 대한 정의를 충족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가 준수하는 

가장 최근의 CDC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모든 권장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6월 30일부터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기록 기반 

형식과 추가 기능을 통해 뉴욕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패스 유형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잘 정립되고 활용된 400만 개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가 

발행되었습니다.  

  

Sandra Beattie 예산부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코로나19 자격 증명 

시스템 개발은 뉴욕주와 뉴욕 주민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접근 가능하고 우아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전하고 안전한 기술을 구축하는 것은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과 New York 

State Wallet 앱은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도구 모두 모든 

단계에서이를 수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기록인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통해 

뉴욕 시민들은 백신 접종 및 테스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주정부가 사람들이 

다음에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엑셀시어 패스가 출시된 후 뉴욕 주에서는 기업을 위한 Excelsior Pass Scanner 앱을 

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215,000건 이상의 스캐너 앱이 다운로드되었으며, 이는 이 

도구를 활용하여 재개 활동을 지원하는 수십만 개의 기업 및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1년 8월, 뉴욕주에서는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출시하여 여행 및 상거래 기회를 

포함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일한 엄격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된 패스 플러스는 SMART Health 

Card Framework를 사용하여 구축된 디지털 건강 기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백신 자격 증명 이니셔티브와 함께 주정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트너십에 

의해 뒷받침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뉴욕을 지원하여 이후 전국적으로 주,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지역 및 캐나다를 포함한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일련의 공유되고 

조화로운 표준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뉴욕주는 국경을 넘어 자격 증명의 호환성과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단체와 협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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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State Wallet 앱과 엑셀시어 패스 솔루션 아키텍처는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주정부의 기반을 다졌으며 지속적으로 그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acceptance-puerto-ricos-covid-19-vacu-id-pass-through-excelsior-pas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Osqdp%2BJyN3djJUK80dfTqiyoSdsyBaW3c%2BjsmsAel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acceptance-canadian-vaccination-credentials-business-entry-new-york&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0EX0Okar9grGYP85P17U319wtOCM0W46sfcUcG0PIE%3D&reserved=0


솔루션은 매일 반드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뉴욕의 팬데믹 이후 회복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임상 정보와 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경계를 계속 넓혀야 니다. 

뉴욕주의 미래에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현재와 신흥 거주자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가 있어야 니다. "  

  

주정부가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함에 따라 상호 운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른 주 및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청사진(New 

York State's Excelsior Pass Blueprint) 가용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 및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솔루션에 기초하여 디지털 건강 자격 증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와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든 뉴욕 시민은 epass.ny.gov를 방문하여 무료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검색해야 

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많은 패스를 가질 수 있고, 부모와 

보호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패스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New York 

State Wallet 앱에서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은 FAQ 페이지 에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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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0%2FNewYorkState_ExcelsiorPass_Blueprint.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gpz9BkmfX4HIEYy63ZwSSx%2BCb48rncexL%2BuY8HEXp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0%2FNewYorkState_ExcelsiorPass_Blueprint.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gpz9BkmfX4HIEYy63ZwSSx%2BCb48rncexL%2BuY8HEXp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0%2FNewYorkState_ExcelsiorPass_Blueprint.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Qgpz9BkmfX4HIEYy63ZwSSx%2BCb48rncexL%2BuY8HEXp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york-states-excelsior-pass-blueprint&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1D0EcjBq1FBgHGkbkG5mM8qeAxHIEKBSkLhgEkvCGe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epass.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9aFhif3zbctxRA9bw5HOkc2HDB2ujCntWbBRQuq6UE%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excelsior-pass-plus-frequently-asked-question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OspIJ7CKdIHTcR7tTePGVIxTxVYbQ59x24RuQaW5u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ovid19vaccine.health.ny.gov%2Fexcelsior-pass-plus-frequently-asked-question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19a724ba357240a7fc4708da5ad81ad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2218146342291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OspIJ7CKdIHTcR7tTePGVIxTxVYbQ59x24RuQaW5u0%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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