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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구급차 및 긴급상황 대처 서비스 제공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 3자에게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주지사: "여러분의 건강 기록보다 더 개인적인 것은 없으며, 뉴욕 주민들은 이 

매우 민감한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명확한 지침을 

정하여 환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않게 하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잘못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구급차 및 긴급상황 대처 서비스 제공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 환자 정보를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4119/A.230)에 서명했습니다. 이전의 법에서 응급 대응 제공업체는 주소, 

전화번호, 처방전 및 병력 등 개별 환자를 식별하는 정보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환자의 보험사 및 적절한 법적 권한 하에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기록보다 더 개인적인 것은 

없으며, 뉴욕 주민들은 이 매우 민감한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명확한 지침을 정하여 환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않게 하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잘못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John Liu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구입되고 

사용되는지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Edward Brau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의 일부 응급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기금 모금 및 마케팅 목적으로 환자의 보호되는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를 판매했다는 내용이 보고된 후 2014년에 처음으로 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정보는 제약 회사, 

보험사, 양로원 또는 기타 기업에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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