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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공공 부문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팩토리(Triangle Shirtwaist Factory) 화재를 계기로 뉴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기 1 세기 이상 전에 노동 운동이 뉴욕주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운동은 뉴욕에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평균 노동조합 

가입률의 두 배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계급의 의견에 따라 노동자는 중산층의 기반을 닦았으며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다음과 같은 승리를 거두며 위대한 진보적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노동 시간을 주당 40 시간으로 설정하고 최저 임금을 정하며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공정한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성 차별적인 임금을 금지하는 평등한 임금법(Equal Pay Act), 직업 

안전 및 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등과 같은 법의 승리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 및 이 나라 전 지역에서 집 주소와 휴대 전화 번호와 같은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공격, 

괴롭힘, 협박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오늘 내린 Janus 대 AFSCME 소송의 판결로 

노동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조 가입 

권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공공 분야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A. 정의 



 

 

 

“주정부 기관(State entity)”은 (i) 주지사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ii)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위원장, 최고 

책임자,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법인, 공적 당국, 이사회 및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 주정부 기관(State Entities)의 책임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정부 기관(State entity)은 다음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i) 공무원법(Civil Service Law) 제14조에 따라 공공 노동자 기관의 인증 또는 협상 대표인 직원 단체의 

경우, (ii) 공무원법(Civil Service Law) 제14조에 따라 직원 단체 인증 또는 인정을 얻기 위해 그러한 

직원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단체의 교섭 대표로 합법적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정당한 직원 단체의 경우, (iii) 절차,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으로 요구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a) 공무원의 집 주소(들), 개인 전화 

번호(들), 개인 휴대 전화 번호(들), 개인 전자 우편 주소(들), “공무원(public employee)”이라는 용어는 

공무원법 제1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직함, 급여, 취업 일자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천십팔년 유월 이십칠일 올버니 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뉴욕주 주지사 인감(Privy 

Seal of the State)으로 날인하여 이 

권한으로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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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