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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소비자 평가 기관 및 대부업자들이 소비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신용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신용 보고의 부정확성을 방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비자 평가 기관 및 대부업자들이 소비자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신용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2302/A.5294)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기반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부당하게 

목표로 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파렴치한 기관들을 계속 

점검하고, 이 불공정 행위를 모두 끝내며, 뉴욕 주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Brian P. Kavanagh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활동은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 경계 지역 지정 및 기타 

관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앞장서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Crespo 하원의원과 이 법안에 

오늘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을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신용 보고를 보장하는 중요하고 능동적인 

단계입니다."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과 

기회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정하고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온라인 사용 및 검색 기록은 신용 가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법은 신용 점수를 매기는 데 온라인 검색 및 게시물을 고려하는 

새로운 신용 공식의 위협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많은 뉴욕 주민이 대학 

비용, 주택 구매 또는 새로운 사업 시작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경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회계 감사원(US 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신용 조사 기관에서 수집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 신용 점수에 부속된 신용 점수의 75%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오류와 신용 점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퍼지 수학은 직장 또는 

학교에 지원하거나 주택을 구할 때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대출의 고정 점수가 된 소비자 신용 위험의 척도인 파이코 점수(FICO 

score)는 이제 소비자의 신용 점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100개 이상의 변수 방정식에 

소비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다른 변수로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신용 

기관이 개인 신용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이러한 기관이 자신의 지형도에 따라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낮은 신용 점수를 할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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