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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JAMES 법무 장관, 애플(APPLE)의 페이스타임(FACETIME)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발표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와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한 보고는 1-800-697-1220으로 

전화  

  

  

Andrew M. Cuomo 주지사와 Letitia James 법무 장관은 오늘,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를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지연 대응한 애플(Apple)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버그는 사용자가 통화를 수락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전화를 

걸고 있는 개인 장치의 음성과 비디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뉴욕 소비자의 사생활을 

위협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그들의 전화가 안전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 주민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난 버그로, 나는 이 심각한 소비자 권리 문제에 대한 법무 장관의 조사를 

지지하며,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에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돕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뉴욕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Letitia James 법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그들의 개인 통신과 

개인정보 권리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페이스타임의 위반은 수년간 

애플(Apple)과 애플 제품들을 신뢰해 온 수백만의 뉴욕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애플(Apple)의 대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행하고, 뉴욕주가 정한 법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항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뉴욕주 소비자 보호부(Department of State's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페이스타임(FaceTime) 버그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1-800-697-1220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버그는 소비자에 의해 언론에 널리 공유되기 일주일 이전에 애플에 

제기되었고 애플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앱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월요일, Cuomo 주지사는 이 버그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고, 애플이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페이스타임(FaceTime) 사용자들에게 이 앱을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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