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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개인정보 관리 강화 위한
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고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미국 플로리다 주 정부의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식 발효
▶ 이번 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가 의료 관련 데이터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플로리다 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기업 및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

플로리다 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보고 규정 강화
▒ 미국 플로리다 주 정보보호법(이하 FIPA)1) 의 2014년 개정안이 주지사 릭 스캇(Rick Scott)의
동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를 완료(’14.6.20)하고 2014년 7월 1일자로 정식 발효
• FIPA 개정안은 플로리다 주 관할 기업 및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고 기한을 종전의

45일에서 30일로 단축
• 또한, 특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500 명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경우 이를
법무부에도 즉시 보고해야한다고 명시
• 피해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경우 플로리다 주 정부의 관할 부서와 법무부서를 포함해 전국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까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제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발생 30일 이내에 플로리다 주 정부 법무부서에 서면으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에만 최대 15일 까지 보고 기한 연장을 허용
▒ FIPA 개정안은 플로리다 관할 기업 및 정부 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외부 서드파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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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10일 안에 이를 해당 기업 및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 보고를 받은 기업 및 정부 기관이 이를 다시 규정된 30일 이내에 플로리다 주에 보고하는 체계

1) Florida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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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서드파티의 데이터 유출 시 보고 주체를 기업, 정부기관 및 서드파티 간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 법안보다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을 마련한 것

▒ FIP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플로리다 주의 불공정거래법2) 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예정
• 보고 기한을 넘긴 후 30일간은 일일 1,000 달러(약 1백만 원), 보고 기한 만료 30일 경과 후

180일까지는 30일 당 5만 달러(약 5천만 원), 180일 경과 후는 최대 50만 달러(약 5억 원)의
벌금을 부과

개인정보 보호범위 확대로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관련 규정 준수 의무 강화
▒ 이번 FIPA 개정안에서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
• 개정 전 FIPA는 개인의 이름과 성 및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등 정부 발행 신분증 번호, 계좌 번호
및 암호를 유출 시 보고해야 하는 개인 정보로 규정
•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 개인의 진료 기록,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및 진단서,
건강보험 기록, 보험사의 회원관리번호, 개인의 온라인 사이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정보
등을 보고 대상으로 추가

▒ FIPA가 개인의 의료 기록 및 보험 내역 등을 중심으로 유출 시 보고해야 할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플로리다 주의 헬스케어 분야 기업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
• FIPA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 헬스케어 기업 및 관련 기관은 FIPA는 물론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3) 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상황
• 미국의 IT 전문 매체 인포메이션위크(Information Week)는 헬스케어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한층 엄격해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리뷰 ▲고객

3)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의료 정보를 열람 및 수령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한
연방법으로 1996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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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orida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 FDU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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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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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내부 기밀 시스템에 대한 임직원들의 접근 현황 조사 ▲개인정보 유출 통로 파악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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