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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을 연구하기 위한 새 주 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  

  

위원회는 이 기술들을 공공 부문 서비스 발전에 사용할 방법과 주민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도록 뉴욕주가 기술을 통제할 방식을 결정할 예정  

  

Cuomo: "인공 지능과 자동화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기술의 역량과 잠재적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의 기능 방식을 

면밀히 살피고 뉴욕 주민과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보고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인공 지능, 로봇 공학 및 자동화의 통제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할 임시 주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S.3971B/A.1746C)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인공지능, 로봇 공학 및 자동화 위원회(New York Stat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Automation Commission)는 이 기술들의 최신 사용례와 영향을 살펴, 

주에서 필요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고 통제할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자동화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기술의 역량과 잠재적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의 기능 방식을 면밀히 살피고 뉴욕 주민과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보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 및 자동화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 뉴욕주의 고용에 미칠 영향  

•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방식  

•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  

• 공공부문의 성과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법에 위반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  

  



위원회는 또한 이 혁기적인 기술이 다른 주에서 어떻게 사용 및 통제되었는지 검토하고, 

현재 뉴욕의 법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뉴욕주가 기존 사용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또 필요한 경우, 산업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지 권고할 것입니다. 이 검토에는 사업, 비영리, 학업 및 정부 

부문에서 최근 떠오르는 기술인 인공 지능, 로봇 공학 및 자동화의 전체 조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이해자 그룹과의 회의가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지사가 5명, 임시 상원의장이 2명, 상원 

소수당 대표가 1명, 하원의장이 2명, 하원 소수당 대표가 1명,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명예총장이 1명,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명예총장이 1명 임명.  

  

본 연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주지사와 입법부 대표들에게 결과 및 권고사항이 수록된 

최종 보고를 전달할 것입니다.  

  

상원 인터넷 및 기술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Internet and Technology)의 

위원장인 Diane J. Sav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 지능은 현대 노동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넘어 진화하는 미래를 두려워할 수는 없으니, 

앞서나가 이 문제를 연구합시다. 우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뉴욕주와 

노동자들이 더욱 앞서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인터넷 및 신기술 소위원회 (Assembly Subcommittee on Internet and New 

Technology)의 위원장인 Clyde Van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것은 우리 주와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이 미래의 

일자리와 기회에 적절히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윤리, 도덕 및 사생활 보호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f1ca7dd9-adf2db64-f1c884ec-000babd9fa3f-88fd58ea72f1209b&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77B5462F0B327F7E8525844100518FBF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