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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의 코로나19 VACU ID 패스 수용 계획 발표  

  

주정부의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애플리케이션과 푸에르토리코의 VACU ID 패스 및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및 푸에르토리코의 CESCO 디지털 검증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안전한 디지털 백신 접종 기록으로서, 뉴욕 시민들의 부스터/추가 

접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료되지 않으며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뉴욕주 이외의 

주에서도 사용 가능  

  

뉴욕 시민, 여기에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검색 가능, 부모와 보호자, 어린이를 위한 

패스 회수 및 보유 가능  

  

전국의 조직과 기업들, 무료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앱을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엑셀시오르 패스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발급된 디지털 코로나19 백신접종 자격 증명을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의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도 푸에르토리코의 CESCO 

디지털 검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인됩니다. 이는 모두 백신을 접종한 

푸에르토리코인들과 뉴욕 시민들은 각각 뉴욕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업 입국을 위해 

호환되는 백신접종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인으로 신분을 밝힌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의 수용 범위와 도달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이러한 

최근의 발전은 뉴욕주가 푸에르토리코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뉴욕 시민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백신 패스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파트너십은 안전한 여행, 상업 및 경제 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복귀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뉴욕주가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 개발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백신접종 자격 증명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전역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뉴욕 가족, 근로자 및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유용성이 되어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pass.ny.gov%2Fhom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PWEBkryo%2Br5k%2FRzDl%2BOqBFPoUDvwttegeIJZnO%2FhqW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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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prFBoh59ttPqykHzVgn0%2BVMYV4acOIJIqJa%2F7Fwt168%3D&reserved=0


뉴욕주는 코로나19 자격 증명 시스템을 최초로 출시한 국가였으며, 그 이후 미국 전역 및 

그 외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호환되는 백신 접종 패스의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함으로써 뉴욕 내외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디지털 예방 접종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가 10월 5일 발표한 

바와 같이, 뉴욕주의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엑셀시어 Pass Scanner) 앱은 주정부의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패스의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에는 사업체들이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더 많은 고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CDC 및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포함하는 연방 및 주정부 코로나19 

공중 보건 지침에 기초한 완전 백신 접종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오늘의 발표에 따라, 

여기에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캐나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워싱턴, 코네티컷, 워싱턴 D.C.,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및 유타에서 발급된 SMART 건강 카드가 포함됩니다.  

  

푸에르토리코 혁신 및 정보 최고책임자인 Enrique Völckers-N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이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푸에르토리코에서 여행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착 즉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정부에서 발행한 디지털 백신접종 자격 증명인 

VacuID를 뉴욕이 수용할 수 있는 협업을 개발했습니다. 두 당국 모두 첫날부터 노력과 

지식, 기술 발전을 함께 해왔으며, 이는 우리 행정부 간의 관계와 협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두 관할구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 예산 집행부 부장인 Robert F. Mujica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와 

뉴욕주가 구축한 파트너십은 뉴욕주의 주요 경제 동력인 관광, 비즈니스 여행 및 상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뒷받침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특히 두 목적지 사이를 

여행하고, 일하고, 가족이 있는 뉴욕 시민들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푸에르토리코와 뉴욕주 전역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다학제 팀이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툴셋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 

플랫폼은 뉴욕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 정보를 통제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무료 플랫폼 및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은 공공 보건 정책 및 조치를 직접 지원하고 촉진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 

정부의 팬데믹 대응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비에서 푸에르토리코와의 

호환성이 확장됩니다. 저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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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nFw8vO6AY3r3w%2FLnyfaDb6i9ETkeI4tZyJUacuOmHy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new-york-state-trusted-issuer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qpvwbkgMPMf6djRX5YHto1fRkLGShyacy2zbIjsIdt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new-york-state-trusted-issuer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qpvwbkgMPMf6djRX5YHto1fRkLGShyacy2zbIjsIdt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new-york-state-trusted-issuer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qpvwbkgMPMf6djRX5YHto1fRkLGShyacy2zbIjsIdt4%3D&reserved=0


주의 백신접종 또는 마스킹 요구 사항은 모든 실내 공공 공간에 유효하므로 엑셀시어 

패스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은 주의 재개장 노력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198,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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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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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 280만 장을 포함하여 960만 장 이상의 엑셀시어 패스가 

발급되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엑셀시어 백신 패스 플러스를 회수하여 부스터 또는 

추가 접종이 포함된 패스 옵션을 확인하고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SMART 헬스 

카드를 받는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의 백신접종 기록의 안전한 

사본으로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뉴욕의 부모들과 보호자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회수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여기에서 엑셀시어 패스 플러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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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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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sites%2Fdefault%2Ffiles%2F2021-10%2FNewYorkState_ExcelsiorPass_Blueprint.pd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8n6XQQSWVurycXmHGTNbsuXHht9Nn%2FeTg67tIgCwsK8%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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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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cpy49B%2BuorFTMzC5PenB6sVgnWIFjp0Noxt2CZnlne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pass.ny.gov%2Fhom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PWEBkryo%2Br5k%2FRzDl%2BOqBFPoUDvwttegeIJZnO%2FhqW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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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53888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prFBoh59ttPqykHzVgn0%2BVMYV4acOIJIqJa%2F7Fwt16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new-york-state-trusted-issuer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6951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I8mnHAMiAqzLZqFvtddvz9PcQqPHG1WARrn9G0UD5s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orward.ny.gov%2Fexcelsior-pass-and-excelsior-pass-plus-businesses-and-organizations&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6951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aP5w4UDz4VupiNmisx5nWqkonHS4xbuNkrZUX6Oq%2BH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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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6951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rqSZ3y6KPWltFffZ4Klywdpcdl1j0ab9xvi0IigThi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6951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rEKlBBYqts0ue9kJVSWZZ%2FptJ5QSHghMWAPJuOUZ%2FBk%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48A44E5FF103E61D852587E2006B683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4f3be79b5004fd7774a08d9ea70e9e5%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985930636951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sdata=nZg%2FXo2v0oRhEswId3YM7m8AWKBWySQmO8dswkKgpFc%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