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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일곱 번째 제안 

발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보호 추진  

  

주지사, 온라인 콘텐츠 의차단, 제한 및 지불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 

  

법안, 인터넷 공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 

소비자를 처벌하는 소위 "제로 레이팅(Zero-Rating)" 관행을 금지  

  

주지사의 2018년 집행 명령에 따라 주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을 통한 Cuomo 주지사의 국내 최고 수준의 5억 달러 

투자를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일곱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 전역의 가장 강력한 미국의 망 중립성 

보호를 추진합니다. 이 제안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무료 개방형 인터넷을 훼손하는 

관행인 온라인 콘텐츠의 차단, 제한 및 지불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인터넷 공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콘텐츠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 소비자를 처벌하는 소위 “제로 레이팅(zero-rating)" 

관행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정부 기관이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Cuomo 주지사의 2018년 집행 

명령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2015년에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정한 망 중립성 기준을 넘어, 이후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료 개방형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정보에 대한 

동일한 접근성을 갖추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이 자산을 

훼손하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를 통제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작은 경쟁 업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을 통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위한 공개 시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중이 원하고 

바라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서 모바일 및 고정 

인터넷 제공 업체가 이러한 국가 선도적인 소비자 보호에 책임을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대중에게 네트워크 관리 관행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는 뉴욕의 망 중립성 규칙을 준수하는지 매년 인증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제공 업체를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망 중립성 조항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사적인 소송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Cuomo 주지사는 2011년 취임한 이래로 무료 개방형 인터넷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해 왔습니다. 2015년, Cuomo 주지사는 혁신과 아이디어 교환에서 

인터넷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전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촉진된 10억 달러의 역사적인 공공/민간 투자의 결과로 뉴욕은 지방의 광대역 

배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의 미사용 및 서비스 취약 지역의 240만 개 

이상의 위치를 다루어, 99% 이상의 뉴욕 주민이 유선 광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망 중립성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주지사는 

집행 명령 서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망 중립성 관행을 엄격히 준수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만 계약을 맺도록 주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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