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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불공정한 암표 구매 및 재판매 관행을 퇴치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암표 봇 (Ticket Bots)”을 이용하여 얻은 암표의 재판매를 불법으로 만든 새로운 법
“암표 봇 (Ticket Bots)”을 통해 얻은 암표를 고의로 재판매하는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한

증가된 형사 처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불공정하며 불법적인 암표 구매 및 재판매 관행을
퇴치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S.8123/A.10713)은 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행사 티켓 수를 제한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암표 봇 (ticket
bots)”으로 알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처벌을 내리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구입한 티켓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암표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에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암표 봇
(ticket bots)을 이용하여 얻은 암표를 고의로 재판매하는 개인들은 새로운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도덕한 투기꾼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암표로
마켓플레이스를 조작해 왔으며,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경우에 거의 선택의
여지 없이 엄청난 폭리가 취해진 가격에 이차 시장의 암표를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약탈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법률로 우리는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공정성과 공평함을 회복시키는 방향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Schneiderman 법무 장관과 이 절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통과시키기 위해 이 법률의
후원자분들이 기울이신 근면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ric T. Schneiderman 뉴욕주 법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모든
인기있는 쇼에 대한, 심지어는 모든 티켓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불법적인 초고속 암표 구매 봇 (high-speed ticket-buying bots)으로
무장한 브로커들은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쇼, 스포츠 행사, 뉴욕을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 체험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Cuomo 주지사님, LinManuel Miranda 님, Crespo 하원 의원님, Lanza 상원 의원님과 함께, 분별력과 공정성을
티켓 구매 절차에 적용하기 위해 오랜 여정을 거칠 이 새로운 법을 마침내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Andrew J. Lanz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원 조사위원회 (Senate
Investigations Committee)의 위원장이 되었을 때, 저는 부도덕한 투기꾼들이 시스템을

조작해서 뉴욕주 전 지역의 제 유권자 주민들과 후원자들이 엔터테인먼트 티켓을 구매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든 로봇 암표 브로커 프로그램을 퇴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맹세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안티 봇 (anti-bot)’ 법률을
대표하는 이 법은 봇 (Bots)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내리며, 암표 가격
바가지를 방지해서 관람객이 좋아하는 스포츠 행사, 콘서트, 쇼의 티켓 구입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상원 후원자로서, 저는 Crespo
하원의원님, Schneiderman 법무 장관님, Cuomo 주지사님의 노고와 결정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티켓 판매인 및 재판매인 뉴욕주 면허부의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티켓 구매 시장의 정상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이 법안에 Cuomo
주지사님께서 서명하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뉴욕
주민분들이 좀 더 공평하게 행사를 관람하게 해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일반 대중이 접속하기 전에 신속하게 티켓을 사모으는데 이용되는
다양한 시스템을 폭넓게 포함하기 위해 티켓 구매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
법은 단지 티켓 구매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암표 봇 (ticket bot)의
이용을 통해 고의적으로 얻은 티켓을 재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봇 (bots)”에 대한 관심이나 통제권을 유지하여 고의로 암표 봇 (ticket
bots)으로 얻은 암표를 재판매하는 암표 봇 (ticket bots) 이용에 대한 클래스 A 경범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는 상당한 벌금과 투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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