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설명서

NYS Excelsior Pass Scanner
앱 사용 방법
Android 사용자 안내 설명서
이 설명서는 NY State Pass Scanner 앱의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안내에 따라 과정을 상세히 파악해 보십시오.
목차를 이용하면 필요한 섹션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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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YS Excelsior Pass Wallet 앱 다운로드
1.1 기기의 Google Play Store 앱으로 이동하거나 브라우저에서 Google Play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1.2 검색창에 “NYS Excelsior Pass Scanner”를 입력합니다.
1.3 “Install(설치)”을 탭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1.4 Play Store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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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 실행
2.1 앱을 실행하려면 “NYS Scanner” 아이콘을 탭합니다.

NY Excelsior Pass Scanner 설정

3. 약관 확인 및 동의
3.1 흰색 로딩 화면이 지나가면 약관이 나타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전체 약관을 읽으십시오.
3.2 약관을 읽은 후 녹색 원을 탭하여 “I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3.3 “Continue(계속)”를 탭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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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정책 확인
4.1 다음 화면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표시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으십시오.
4.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View full
Privacy Policy on NY.gov(Ny.gov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체 내용
보기)” 링크를 탭하면 기기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다음 Pass Scanner 앱으로 돌아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4.3 기기에서 “back(뒤로)” 버튼을 탭하여 Pass Scanner로 돌아옵니다.
4.4 “Continue(계속)”를 탭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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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체 상세 정보 입력
5.1 다음 화면에서는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라는 지침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를
번역 버전으로 보고 있더라도 영문 알파벳을 사용해 사업체 확인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5.2 이름 옆의 “Required(필수)”를 탭하여 나타나는 키보드를 사용해 사업체명을
입력합니다.
5.3 유형 옆의 “Select(선택)”를 탭하여 사업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유형을
선택합니다.
5.4 “Zip Code(우편번호)” 옆의 “Required(필수)”를 탭하여 나타나는 키패드를
사용해 사업체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5.5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Get Started(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활성화되고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Get Started(시작하기)”
버튼을 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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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체 상세 정보 입력
5.6 “Get Started(시작하기)” 버튼을 탭했지만 입력된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 항목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표시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여러 개인 경우, 메시지는 첫 번째 오류 항목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항목에
나타납니다.
5.7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한 후 “Get Started(시작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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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anner 설정
6.1 “Allow Camera Access(카메라 접근 허용)”를 탭하여 Scanner 앱이
휴대폰의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6.2 앱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달라는 요청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llow(허용)”를 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6.3 이제 Pass 스캔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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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anner 설정
6.4 “Deny(거부)”를 선택하면 카메라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5 권한 허용을 거부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확인)”를 탭합니다.
6.6 “Allow Camera Access(카메라 접근 허용)”를 다시 탭합니다. 권한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Allow(허용)”를 탭하여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Don’t ask again(다시 묻지 않기)”을
선택한 후 “Deny(거부)”를 탭한 경우, 앱을 종료하고 기기 설정에서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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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앱 실행
7.1 NYS Scanner 아이콘을 탭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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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ss 스캔
8.1 고객에게 Pass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2 Pass QR 코드가 뷰파인더에 보이도록 기기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8.3 앱이 QR 코드를 인식하고 Pass의 상태를 Valid(유효), Expired(만료됨),
Pass Not Valid(유효하지 않은 Pass), Pass Not Found(Pass를 찾을 수 없음)로
표시합니다. 상태에 따라 Pass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보려면 다음 섹션
“Understanding Pass Statuses(Pass 상태 이해하기)”로 진행하십시오. 이와
함께 Pass의 유형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Pass 유형은
COVID-19 백신 접종 Pass, COVID-19 PCR 검사 Pass 및 COVID-19 항원 검사
Pass입니다.
8.4 “Scan Another Pass(다른 Pass 스캔)”를 탭하고 2.1~2.3 단계를 반복하여
스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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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앱 데이터 새로고침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지 않으면 일부 패스를 스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고침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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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효
스캔한 Pass가 유효한 경우 Pass상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사진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재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진 신분증이
없거나 사진 신분증과 Pass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11. 만료됨
스캔한 Pass가 만료된 상태인 경우, Pass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올바른 Pass를
제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다른 Pass가 없는 경우, 다른 형식의
백신 증빙 또는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증빙
서류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사진 신분증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재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 증빙 서류 또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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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효하지 않음
패스가 유효하지 않으면 당국 시스템에 해당 Pass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NYC Scanner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앱을 업데이트하고
Pass를 다시 스캔해보십시오.

13. 뉴욕주에서 유효하지 않음
패스를 뉴욕주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 중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발행기관을 뉴욕주가 인정하지 않음, 필요한 백신접종
시리즈를 완료하지 않음, 백신접종을 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침을 준수하는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가 해당 백신 종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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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찾을 수 없음
Pass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스캔된 QR 코드가 NYS Excelsior Pas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카메라가 QR 코드를 인식하지만, Pass의 QR
코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탑승권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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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앱 실행
기기의 “NYS Scanner” 앱 아이콘을 탭하여 앱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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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정보 보호정책 검토
16.1 Scanner 화면 오른쪽 상단의 Settings(설정) 버튼을 탭합니다.
16.2 “Privacy Policy(개인정보 보호정책)”를 탭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검토합니다.
16.3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View full Privacy Policy on
NY.gov(Ny.gov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체 내용 보기)” 링크를 탭하면 휴대폰의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6.4 NYS Scanner로 돌아가려면 기기에서 “back(뒤로)” 버튼을 탭합니다.
16.5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화면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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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약관 검토
17.1 약관 옆의 화살표를 탭하여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약관을 검토합니다.
17.2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Settings(설정)”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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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기 언어 변경
NY State Pass Scanner의 기본 언어는 영어이지만, 기기가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앱에서 해당 언어도 지원합니다. 앱
언어를 원하는 언어로 변경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기기가 다른 지원 언어로
설정되어 있으면 기기의 설정이 Pass Wallet 앱에 자동 반영됩니다.
18.1 기기의 “Settings(설정)” 아이콘을 탭하여 설정을 엽니다.
18.2 “System(시스템)”을 탭합니다.
18.3 “Languages & input(언어 및 입력)”을 탭합니다.
18.4 “Languages(언어)”를 탭합니다.
18.5 “Add a Language(언어 추가)”를 탭하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언어가
“Preferred Language Order(선호 언어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18.6 NYS Wallet 앱을 탭하여 다시 엽니다. 이제 앱의 텍스트 인터페이스가 선택된 언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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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Y State Excelsior 앱 언어 변경
이 앱은 기기에서 지원하는 언어 이외에도 아이티 크레올어와 이디시어를 지원합니다. 앱 언어를 원하는
언어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9.1 다시 NYS Scanner 앱으로 이동합니다.
19.2 “Settings(설정)” 아이콘을 탭합니다.
19.3 “Language(언어)”를 탭합니다. 기기의 설정 앱에서 앱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19.4 앱이 원하는 언어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추천 언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19.5 기기 언어를 이전으로 되돌리려면 “Revert App Language to Device Setting(앱 언어를 기기 설정으로
되돌리기)”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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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태블릿 지원
20.1 NYS Excelsior Pass Scanner 앱은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 Android 태블릿의 경우, 탭하여 Pass 결과를 닫을 수 있는 “X” 버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