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매디슨 스퀘어 가든과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엑셀시어 패스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  

  

바클레이즈 센터의 브루클린 네츠 게임 중 파일럿의 초기 단계 성공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3월 2일 뉴욕 레인저스 게임 중에 엑셀시어 패스가 다시 테스트될 

예정  

  

입증된 안전한 기술로 개인의 예방 접종 또는 최근 음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테스트 

결과를 확인,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으면서 극장, 스태디움 및 기타 

기업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엑셀시어 패스의 스크린샷 확인은 여기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한 이니셔티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및 

바클레이즈 센터(Barclays Center)에서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되고 IBM과 제휴하여 개발된 엑셀시어 

패스는 입증된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예방 접종 또는 최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보안 데이터 전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뉴욕주 지침에 따라 극장, 

스태디움 및 기타 사업체의 재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2월 

27일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Brooklyn Nets) 게임 중 파일럿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이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3월 2일 

뉴욕 레인저스(New York Rangers) 게임 중에 두 번째로 테스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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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는 동반 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여 개인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는 앱 스토어 등록 승인을 위해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OVID-19_App.pdf


 

 

애플(Apple)과 구글(Google)에 제출하기 전에 응용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며 개발 시간을 절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감염률을 낮추고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흐름을 

재개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모임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개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바이러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장소와 현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산업체의 재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 노멀(new normal)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체는 수용 인원을 줄이거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었지만 크고 밀집된 모임을 포함하는 팬들과의 공연 예술 및 스포츠 행사와 같은 많은 

산업체들은 엄격한 보건 및 안전 지침에 따라서만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재개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모바일 앱은 이러한 장소의 재개를 더욱 빠르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0일 주지사가 발표한 주요 스태디움 및 경기장 재개 지침의 일환으로 , 시설들은 

모든 직원과 관중들이 행사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사전에 결정된 참가자 중 일부는 

패스를 사용하여 최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바클레이즈 센터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러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건강 패스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구현되어 개인에게 

암호화된 디지털 스마트폰 지갑이나 인쇄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기본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할 경우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패스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항상 완전히 기밀로 

유지되며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QR 코드는 패스가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여부만 

장소에 알립니다.  

  

IBM 공공 및 연방 시장 총괄 매니저인 Steve LaFlech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뉴욕 및 기타 주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 또는 예방 접종 인증을 

보여주기 위한 간단하고 안전하며 자발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M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뉴욕주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SG 스포츠(MSG Sports)의 수석 회장 및 MSG 엔터테인먼트(MSG Entertainment)의 

수석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James Do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파일럿에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ports-and-entertainment-events-major-stadiums-and-arenas-can-reopen


 

 

대하여 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뉴욕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BSE 글로벌(BSE Global)의 최고경영자인 John Abbamond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엑셀시어 패스 개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이는 뉴욕 주민들을 코로나19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클레이즈 센터와 넷츠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엑셀시어 패스와 동반 검증 앱은 IBM의 디지털 헬스 패스(Digital Health Pas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며 검사 결과 및 예방 접종 기록과 같은 건강 자격 증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은 기본 의료 및 개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암호화된 디지털 지갑을 통해 자발적으로 건강 상태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유연하며 확장이 가능하므로 다른 주들이 참여하여 팬데믹 후 

현실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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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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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www.ibm.com/products/digital-health-pass
https://www.ibm.com/products/digital-health-pass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d7ae195-c2e1d88e-9d7818a0-0cc47a6d17e0-5e04d1ffc104fafc&q=1&e=b0dac18c-fbac-4093-bb87-966b21d1f744&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F9635EBF3F0B68AC8525868C005E11F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