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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전역에 걸쳐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엑셀세어 패스 출시를 발표  

  

디지털 패스는 뉴욕주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또는 코로나19 음성 검사 상태를 

무료로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성공적인 파일럿 후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입증되고 안전한 기술  

  

초기 출시의 일환으로, 참여 뉴욕 주민은 엑셀시어 패스를 뉴욕주 지침에 따라 극장, 

주요 스태디움 및 경기장, 결혼식 피로연, 케이터링 행사 및 기타 행사에서 사용 가능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및 타임즈 유니언 센터, 엑셀시어 패스 실시, 프로그램 확장에 따라 

이 플랫폼을 활용할 장소가 추가될 예정  

  

관심있는 뉴욕 주민은 여기에서 엑셀시어 패스에 참여하고 더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여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여기  

   

엑셀시어 패스의 이미지 확인은 여기  

  

이니셔티브는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  

  

Andrew M.Cuomo 주지사는 오늘,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는 IBM과 협력하여 개발된 무료 자발적 플랫폼으로서 개인의 

최근 음성 PCR 검사 결과 또는 항원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입증된 안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지침에 따라 

기업 및 행사 시설의 빠른 재개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항공사 탑승권과 유사하게 개인은 

엑셀시어 패스의 지갑 앱(Wallet app)을 사용하여 자신의 패스를 인쇄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패스에는 보안 QR 코드가 있으며, 참여 기업과 시설은 동반 

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여 코로나19의 음성 검사 결과 또는 예방 접종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는 항상 안전하고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번 최초 출시에 참여한 뉴욕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엑셀시어 패스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회적 모임 한계를 초과하는 주요 

스태디움과 경기장, 결혼식 피로연 또는 캐이터링 및 기타 행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뉴욕 주민들은 엑셀시어 패스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
https://forward.ny.gov/excelsior-pass-busines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xcelsior_Pass_Images.pdf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excelsior-pass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여기에서 참여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이미 뉴욕시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과 올버니 타임즈 

유니언 센터(Times Union Center)를 포함하여 앞으로 몇 주 내에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2일부터 엑셀시어 패스가 소규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행사 시설로 확장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혁신적인 엑셀시어 

패스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더 많은 경제 분야를 안전하게 재개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공중 보건이냐, 경제냐'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답변은 둘 모두여야 합니다. 매일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고 주요 공중 보건 지표가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비율에 지속적으로 

도달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엑셀시어 패스는 사려 깊은 과학 기반 재개의 다음 단계를 

예고합니다."  

  

뉴욕주는 이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출시한 미국 최초의 주입니다. 

출시 전에 최근 몇 주 동안 두 번의 성공적인 파일럿 시연이 열렸으며,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기술 출시에 

참여한 베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관심있는 뉴욕 주민은 엑셀시어 패스 월렛 앱을 안드로이드는 여기에서, 

iOS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Excelsior Pass Scanner) 앱을 안드로이드는 여기에서, iOS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BM 공공 및 연방 시장 총괄 매니저 Steve LaFlech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BM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뉴욕주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핵심으로 삼는 유연하고 접근하기 쉬운 도구를 선택할 때, 주정부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경제를 안전하게 재활시키는 동시에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국가의 나머지 지역을 위해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IBM의 디지털 헬스패스(Digital Health Pas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며 

기저 의료 및 개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 없이 검사 결과 및 예방 접종 기록과 같은 건강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유연하며 확장이 

가능하므로 다른 주들이 참여하여 팬데믹 후 현실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스는 인쇄가 가능하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증거를 보완하여 사용상의 장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블록 체인 및 암호화와 같은 

보안 기술은 엑셀시어 패스 전체에 통합되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개인 건강 데이터는 앱 내에서 저장되거나 추적되지 않습니다. 

https://forward.ny.gov/excelsior-pass-business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794126b-980f2ab6-c796eb5e-0cc47aa8c6e0-abe18e01dda2d8ab&q=1&e=de4f514f-d965-43fd-a255-6df8c1b06564&u=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gov.ny.its.healthpassport.wallet
https://apps.apple.com/us/app/nys-excelsior-pass-wallet/id1552933587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033f86-e298075b-bd01c6b3-0cc47aa8c6e0-4dcbf9e1c2b82e79&q=1&e=de4f514f-d965-43fd-a255-6df8c1b06564&u=https%3A%2F%2Fplay.google.com%2Fstore%2Fapps%2Fdetails%3Fid%3Dgov.ny.its.healthpassport.verify
https://apps.apple.com/us/app/nys-excelsior-pass-scanner/id1552709177
https://www.ibm.com/products/digital-health-pass
https://www.ibm.com/products/digital-health-pass


 

 

엑셀시어 패스는 기본적인 개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디지털 스마트폰 월렛이나 

인쇄된 자격 증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증거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최전선에서 공정성 및공평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국어 접근, 강력한 헬프 데스크 및 스마트폰 소유 유무와 관계 없이 엑셀시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뉴욕은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책임감 

있는 경제 재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를 주 보건부의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Electronic Clinical Laboratory Reporting System, ECLRS)에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엑셀시어 패스 사용자가 행사 전에 

필요한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큐티스 다이그노스틱스(Acutis 

Diagnostics), 애지스 사이언스 코퍼레이션(Aegis Sciences Corporation), 

바이오레퍼런스 실험실(BioReference Laboratories), 보스턴 하트 

다이그노스틱스(Boston Heart Diagnostics), 브로드 인스티튜트(Broad Institute), 카유가 

메디컬 센터(Cayuga Medical Center), 클래리티 랩 솔루션즈(Clarity Lab Solutions), 

렌코 진단 실험실(Lenco Diagnostic Laboratories), 마운트 시나이 병원 임상 실험실 

센터(The Mount Sinai Hospital's Center for Clinical Laboratories),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래피드 릴라이어블 테스팅(Rapid Reliable Testing) 및 US 

메디슨 랩스(UR Medicine Labs)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정부는 다른 실험실 및 신속 

검사소와 협력하여 이 파트너 목록을 확장하고 보고를 신속히 처리하여 사용자가 회중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SG 스포츠 및 수석 회장 겸 MSG 엔터테인먼트의 수석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ames 

Do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가 지역 전역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뉴욕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엑셀시어 패스 파일럿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타임즈 유니온 센터의 총괄 매니저인 Bob Bel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임즈 유니언 

센터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 뛰어난 기술을 향후 행사에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엑셀시어 패스의 편리함을 통해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에 예방 접종 증거 

또는 음성 검사 결과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면서 경기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의 지속적인 재개 과정과 주도 지역 및 그 너머의 

뉴욕 주민의 판도를 바꾸어줄 것입니다."  

  

IDC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전략(IDC Worldwide Blockchain Strategies)의 연구 

책임자인 James Wes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과 보건 상태를 



 

 

보호하고 인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써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내용, 위치, 시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건 상태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Kathryn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도시의 인력이 직장으로 

복귀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와 레스토랑을 안전하게 재개하는 등 많은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주정부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흥미로운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복원하고 팬데믹을 넘어서기 위한 뉴욕의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의 증거입니다."  

  

뉴욕 독립 시설 협회(NY Independent Venue Association, NYIVA)의 설립자 및 

민레드 프로덕션(MeanRed Productions)의 소유자인 Jen Ly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독립 시설 협회는 뉴욕이 시설을 열고 관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폐쇄되었고 뉴욕주를 

우리가 항상 해왔던 예술과 문화의 메카로 되돌릴 때까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예술 및 문화 부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의 재개 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호스피탈리티 및 관광 협회(Hospitality & Tourism Association) 회장인 Mark 

Dor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벗어나 

관광 산업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의 

훌륭한 예입니다. 이 최초의 주 앱은 회원들이 주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게 해주므로 저는 이를 회원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관광업 협회(New York State Tourism Industry Association, NYSTIA)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Bob Provo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는 관광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검사 및 예방 접종 상태의 검증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시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중에게 향상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에서 또 다른 좋은 예를 설립하는 

뉴욕주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의 최고경영자 

Melissa Fleischu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앱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안전하고 탄탄한 경제 재개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지원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및 태번 협회(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의 전무 이사 Scott Wex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이니셔티브는 주의 호스피탈리티 산업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예술, 문화, 스포츠 및 뉴욕을 살고, 일하고, 놀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기타 사회 활동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조니 호스피탈리티(Mazzone Hospitality)의 케이터링 부사장 Sean Willcox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방 접종 및 검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로서 마조니 호스피탈리타 같은 케이터링 

서비스가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를 안전하게 재개하고 이 

도구를 출시하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주의 혁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최고경영자 Beth Berl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첫 

코로나19 사례가 발생하고 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혁신적인 엑셀시어 패스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면 더 많은 대면 행사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정상적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수석 부명예총장 겸 최고경영자 Hector Batis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지역사회에 예방 접종 및 검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여 뉴욕 시립 대학교가 주 지침에 따라 행사를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주 앱은 우리 주의 안전한 재개를 계속 진행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뉴욕주의 혁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포워드 재개 자문위원회(New York Forward Reopening Advisory Board) 공동 

위원장 겸 엠파이어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회(Empire State Development Board of 

Directors) 의장인 Steven M.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경제 

회복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엑셀시어 패스는 뉴욕 주민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선구적인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이 

기술은 주 전역의 뉴욕 주민과 기업을 모두 지원하고 국가 전체가 따라야 할 모범을 세울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Patrick J. Foy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 지역 

전역의 직장과 사교 행사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의 영웅적인 최전선 

직원들은 도시의 영웅적인 최전선 노동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버스, 통근 철도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은 여전히 뉴욕을 둘러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팬데믹 이후 

점차 안전하게 생활로 돌아오면서 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최근에 뉴욕 포워드 신속 검사 프로그램(New York Forward 

Rapid Test Program)의 확장을 발표하여 비즈니스, 케이터링 행사, 팬들과 함께하는 

프로 스포츠 게임, 행사,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안전하게 재개되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 주 전역에 수십 개의 시설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고유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주정부가 경제 부문을 계속 재개함에 따라 향상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검사를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검사 공급업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전자 임상 실험실 보고 시스템에 신속하게 

보고하여 엑셀시어 패스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예약을 잡으시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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