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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자동 녹음 전화 엄중 단속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에 서명

입법안(S.6267a/A.268a)으로 전화 회사들이 특정 번호로 발신되는 자동 녹음 전화를
차단하도록 의무화
입법안(S.4281a/A.585a)으로 발신 전화 인증을 위하여 음성 서비스 제공사들이
STIR/SHAKEN 전화 인증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도록 의무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자동 녹음 전화를 퇴치하기 위한 연방 조치에 근거할
입법안 패키지에 서명하였습니다. 입법안 S.6267a/A.268a는 전화 회사들이 추가되는
업체들을 통틀어 원치 않는 자동 녹음 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번호로 발신되는
자동 녹음 전화들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입법안 S.4281a/A.585a는 음성 서비스
제공사들이 전화가 실제로 표시되는 번호에서 발신되는지 인증하도록 STIR/SHAKEN
전화 인증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 주민들은 성가시고 악랄한 자동 녹음 전화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입법안은 전화
회사들이 먼저 이러한 발신 전화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음성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전화를 하는 발신자들을 찾아내어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힘을 부여합니다."
입법안 A.6267a/A.268a는 2017년 FCC가 발표하여 2021년 6월에 발효된 법률 조항을
주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화 회사들이 특정 번호에서 발신된 전화를 주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발신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전화번호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화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번호는, 실제 발신자의 신원이 가짜, 무효 번호 뒤에 가려진 "위장(spoofing)"
사기라는 표시입니다.
Jeremy Cooney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 녹음 전화는 지장을 주고, 만연되어
있으며, 일반 가정과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팸 전화와 자동 녹음
전화를 차단하여, 취약한 소비자들, 특히 팬데믹 중에 사기꾼들의 공격 대상이 된 우리
노인들을 약탈적인 관행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불법 전화를 막음으로써
뉴욕주민들이 전화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자동 녹음

전화를 차단하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이 법안이 스팸 전화를 종식하기 위해 고안된
주지사의 입법안 패키지에 포함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입법안 S.4281a/A.585a는 음성 서비스 제공사들이 STIR/SHAKEN 전화 인증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2020년 3월, FCC는 연방 TRACED 법안에
의거하여, 2021년 6월까지 업체들이 STIR/SHAKEN을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자들을 상대로, 증강된 주정부 집행력을 규정함으로써,
주정부가 FCC의 요건에 따라 STIR/SHAKEN 실행을 보장하도록 허용합니다.
STIR/SHAKEN 인증 프로토콜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전화가 표시되는 번호에서
실제로 발신되는지 인증함으로써, 상습범들이 불법적인 “위장”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STIR/SHAKEN는 또한, 각 통화에 식별자를 할당하여, 불법 전화
발신지를 추적하기 더욱 쉽게 합니다. 발신지가 적발되면, 위반자들을 상대로 법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my Paulin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재 및 증가하는 자동 녹음
전화 문제를 종식하는 데 큰 걸음을 뗀 것입니다. 동시에, 사기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자동 녹음 전화 사기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 녹음 전화는
매일 겪는 짜증거리이며, 이제 아무도 전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업체들이 위장 번호를 방지하고 명백히 불법인 전화를
주도적으로 차단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법안은 이
골칫거리의 종식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이 법안이 발효되도록
서명하고 이 전화 괴롭힘 문제를 우선시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