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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데이터 보안 권리 보호를 위한 제안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권한을 제공하고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은 많은 수의 뉴욕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가 데이터 수집 목적을 공개하고 해당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액세스, 제어 및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급자로부터 차별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 권한을 보장하는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 장서를 수립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 주민들은 기술이 자신의 삶에 줄 수 있는 

가치와 편리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 진보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심지어 가족들을 보기 위해 기술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뉴욕 주민들은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회사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은 뉴욕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장려하는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건강, 생체인식 및 위치 데이터를 비롯한 민감한 범주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적용 대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시행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뉴욕주는 다른 주들과 협력하여 규제 정책 

간의 조정과 일관성을 증진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할 것입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이 법률은 뉴욕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했던 Cuomo 

주지사의 과거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Cuomo 주지사는 해킹 중지 및 

전자 데이터 보안 개선법에 서명하여 뉴욕주의 데이터 보안 권리를 보호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체가 잘못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2017년 뉴욕주는 사이버 보안 규정에 있어 최초로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감독을 받는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들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뉴욕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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