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1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백신 수령을 위해 뉴욕 주민의 신분증 번호를 요구하는 연방 

행정부의 요청에 의문을 제기  

  

Cuomo: 연방 정부의 과거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사태를 통해 뉴욕주를 악용하려고 

시도한 방 있으며, 뉴욕은 모든 개인 정보가 기타 모든 보건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연방 정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uomo: 우리는 연방 정부가 해당 정보를 DHS 또는 ICE 등 공중 보건과 관련이 없는 

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Trump 대통령,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국장인 Robert Redfield 박사,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Alex Azar 장관에게 

연방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번호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연방 

행정부에 개인 식별 정보가 공중 보건 관련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또는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등 공중 보건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Trump 대통령, Redfield 박사, Azar 장관 귀하:  

  

지난 주 말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주정부 보건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민족, 인종, 성별, 신분증 번호 등 백신 접종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 제공 동의서(Data 

Use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번호"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일정 예약, 두 번째 접종 시기 통지, 정확한 보상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위하여 몇 가지 우려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째, 연방 정부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활용 목적 및 정보 보호 방법을 정확히 

주정부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정보 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CDC, 미국 보건복지부 및 "기타 연방 파트너"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이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이민세관단속국과 같은 공중 보건과 연관이 없는 기관에서 사용될 가능성입니다.  

  

연방 정부의 과거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사태를 통해 뉴욕주를 악용하려고 시도한 방 

있으며, 뉴욕은 모든 개인 정보가 건강 보험 이동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에 따라 기타 모든 보건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수집한 어떤 개인 정보도 이윤 창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출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연방 정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방 정부가 해당 정보를 미국 국토안보부 또는 이민세관단속국 등 공중 

보건과 관련이 없는 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적인 

접종 실시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뉴욕주 주지사  

전국 주지사 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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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url?k=55a321bb-0a3818fc-55a1d88e-000babd9fa3f-4317043835a0c720&q=1&e=459d505c-0ab4-4fe4-bf32-b496b15a7acd&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B8130D36C9FB3C29852586140075828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