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욕주 민주주의 보호법(NEW 

YORK STATE DEMOCRACY PROTECTION ACT)에 서명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 광고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최초의 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뉴욕 선거를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인 뉴욕주 

민주주의 보호법(New York State Democracy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험한, 외국이 이 

나라에 개입하는 선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거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이며, 우리 

민주주의가 상징하는 바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선거였습니다. 뉴욕은 우리 선거에서 

외국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첫 번째 주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정치 광고에 투명성을 

부여해서, 향후 오랜 기간 진행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복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직에 선출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치 광고에 요구되는 투명성은 전통적인 인쇄 정치 광고나 전자 정치 

광고에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정치 광고에 

포괄적 책임을 지게 하는 최초의 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 

보호법(Democracy Protection Act)은 미국을 위한 모델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인쇄물, 라디오 방송국 

이외에 정치 광고를 게재하고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돈을 지불한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년에 1억 2,600만 명의 미국인이 페이스북(Facebook)에서만 

러시아가 구매한 정치 광고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6,000 개가 넘는 러시아 

계정과 연결된 131,000 건의 트위터(Twitter) 메시지도 확인되었습니다. 



 

 

 

퓨 연구소(Pew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의 미국인 중 69 퍼센트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셜 미디어상의 

광고를 규제하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실리는 정치 광고는 미국에서 현재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 광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치 절차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뉴욕은 온라인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여서 선거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 실리는 모든 정치 광고가 해당 유료 광고를 구매한 

단체나 개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또는 소셜 

미디어의 정치 광고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뉴욕주 민주주의 보호법(New York State Democracy 

Protection Act)은 인터넷 및 디지털 유료 광고를 포함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 기관이 독립 지출 

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 committee)를 구성하거나 정치 광고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모든 디지털 광고 구매자는 텔레비전에서 광고 시간을 구매할 때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 지출 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 

committee)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광고가 어떤 후보자에 의해서도 승인되지 않았고 누가 실제로 광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치 온라인 유료 광고를 

요구합니다. 

• 언론 매체, 사실 확인자, 정치적 반대자, 대중 등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기록보관소를 

만들 것을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에 

지시합니다. 

 

연방 하원의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의 후원자인 Derek Kilmer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의 

리더들은 온라인 정치 광고의 어두운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의 

리더들께서 Cuomo 주지사님의 뜻에 동조하여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과 뉴욕주 민주주의 

보호법(New York State Democracy Protection Act)과 같은 법안은 유권자들의 의견에 



 

 

응답하여, 외국의 행동 주체들과 깊은 관심을 가진 특수 이익 집단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ark Warner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정치 광고가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을 대표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장은 전혀 투명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위 

주체들은 지난 선거에서 허위 정보를 전파하고 대중 토론을 왜곡하기 위해 온라인 정치 

광고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이 이 분야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환영합니다. 연방 정부의 초당적인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과 함께, 

우리는 누가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표권을 얻으려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homas R. Suozzi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수신하는 

플랫폼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컨텐츠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뉴욕의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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