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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14일 

CUOMO 주지사, 뉴요커들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하고 소비자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요커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하고 소비자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새 법률에는 타인의 사회보장 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에 전과자 채용을 금지하고(A.8375-A / 
S.7594.A), 업소가 뉴요커의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며(A.8992-A / S.6608-A), 
고객에게 페이-퍼-콜 서비스 전화를 걸도록 요구하는 경품 제도를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 규제를 
강화하는(A.4365-A / S.7595)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뉴요커들은 피해와 손해가 극히 클 수 있는 신용 사기와 술책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법안은 뉴요커들의 
개인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유혹적인 페이-퍼-콜 경품 술책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법안 발의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의 접근 또는 처리와 관련된 직무에 전과자 고용 금지 
 
새 법률은 타인의 사회보장 번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수집 또는 처리에 참여하게 하는 직무를 
위한 교정 시설 재소자의 채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률은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뉴요커의 사회보장 계좌번호 보호 향상 
 
이 새 법률은 기존의 금지 조치를 강화하여 특정 업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고객에게 
사회보장 번호(SSN)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번호 공개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행 법률은 개인 및 업소들이 타인의 SSN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카드 또는 태그에 그 사람의 SSN을 기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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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접속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SSN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인에게 우송되는 
자료의 바깥에 SSN을 인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률은 우선 업소들이 개인의 
SSN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의 규정은 많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에는 정부 
요건을 위한 SSN 사용, 내부 확인 또는 사기 조사를 위한 사용, 은행 및 신용 관련 활동에 관련된 
사용, 고용, 보험 또는 세무 목적과 관련된 사용 및 기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은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페이-퍼-콜 경품 제도 금지 
 
새 법률은 고객이 경품을 청구하려면 전화를 걸도록 요구하는데 그 전화 요금이 현행 법령에 의해 
승인된 요금보다 더 큰 경품 제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은 고객이 당첨자일 수 있다거나 경품 또는 
경쟁에서 이기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하지만 가망 경품을 청구하려면 비싼 전화를 걸도록 요구하는 
경품 술책으로부터 뉴요커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900” 번호들이 잘 알려진 타입의 
페이-퍼-콜 서비스이지만 그런 서비스는 어떤 전화번호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완료 통화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거나 및/또는 분당 요금처럼 통화 길이에 근거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은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S.7594.A 및 S.7595의 발의자인 상원의원 Charles J. Fuschill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법안에 서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한 Cuomo 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과자들은 개인의 사회보장 번호에 접근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요금을 
지불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새 법률들은 사기꾼과 
범죄자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S.6608-A의 발의자인 상원의원 Lee Zeld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 특히 
사회보장 번호의 과도한 대중 노출과 거의 보편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우리의 
신분을 도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개인의 SSN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회보장 번호의 전파 및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뉴요커들을 이러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시고 
뉴요커들을 신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제휴하신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A.8992-A 및 A.8375-A의 발의자인 하원의원 Jeffrey Dinowit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주지사께서 본인의 두 법안에 서명하여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신분 도용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법안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뉴요커들을 신분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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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65-A의 발의자인 하원의원 Nick N. Per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안이 법률이 되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더 이상 유가 경품 또는 현금 상금으로 유혹하여 의심 
없는 시민들이 “당첨물”을 청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결국 경품 그 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옛 속담에 “너무 그럴듯 하면 사실이 
아닐 것이다”란 말은 단순히 경고이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취약한 노령 
인구들을 등치기 위해 이러한 사기극을 꾸미는 데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파렴치한 
사기꾼들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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