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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망한 개인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초상 사용권"을 확립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5959D /A.5605-C), 초상 사용권을 후손에게 이양하는 사망한 개인에 대한 초상
사용권 보호 권한 확립
법안, 보복성 포르노와 "조작된 거짓"에 대한 보호 조치 설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름, 사진, 목소리 또는 서명 등 고인의 사망 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 특성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인에 대한 "초상 사용권(Right to Publicity)을 확립하는
법안(S5959D /A.5605-C)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후손이 행사할 수
있으며, 연예인의 사망 후 연예인과 닮은 모습이나 이미지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의 성적인 노골적인 묘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만들어, 거짓 이벤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만든 보복성의 포르노와 "조작된
거짓"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사망한 개인은 이들의 사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태는 끝이 났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안전하고 공정한 뉴욕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상 사용권"은 개인의 개인적 특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내재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률은 개인이 사망한 후 디지털 시대에 상업적
목적으로 연예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과 함께 오래
지속되는 수정 제1조 보호 조치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Diane Savino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과 이후 수년 동안
예술가와 그들의 이미지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미지를 외설적 이미지에
겹쳐 놓아 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를 통해 뉴욕주는 모든 수준의 예술가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함께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elene E. Weinstein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수만 명의 공연자와 방송인들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 이들의 이미지와 모습을 훔쳐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법적 보호 조치를 구축하고, "조작된 거짓"을
활용하여 고인이 된 공연자와 방송인들을 성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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