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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넷 중립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넷 중립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넷 

중립성 원칙을 따르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인터넷 서비스와도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CC(연방 통신위원회)의 위험한 결정은 우리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대립합니다. 뉴욕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넷 중립성과 

자유로운 사상 교환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확보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행정명령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75 호  

  

행정 명령  

  

뉴욕시민들에게 넷 중립성 보호 확보  

  

우선, 인터넷은 모든 뉴욕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넷 중립성 보호로 보안 조치된 내용에 대한 접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은 모든 뉴욕시민이 예상하고 의지합니다.  

뉴욕의 사업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날로 늘어나는 글로벌 경제와 경쟁하며 새로운 실력자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학생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의거하여 본인들이 직접 갈 수 없는 먼 

곳의 정보를 배우고 접속합니다.  

뉴욕 전역의 교육기관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의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EO_175.pdf


 

 

뉴욕주 직원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접속하여 뉴욕주 시민들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뉴욕시민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에 의거하여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며 중요한 가족과 개인적 결정을 찾고 배움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최근에 

뉴욕시민들과 동조하지 않은 기업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보호와 멀어지려 합니다.  

FCC는 넷 중립성 원칙의 침해는 주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주와 연방 무역 

및 사업 관례법의 렌즈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FCC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개방된 인터넷의 원칙을 

따른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인터넷과 광대역 서비스의 중요한 구매자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뉴욕주와 산하의 정부 기관에 대한 물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넷 중립성의 원칙은 주에 제공하는 고품질, 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긴밀히 내재하였습니다.  

뉴욕주의 많은 정부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봉쇄나 비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많은 뉴욕시민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저 ANDREW M. CUOMO는 헌법과 뉴욕주 법에서 정한 뉴욕주 주지사의 

직권으로 뉴욕주의 정부 기관에 이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ISP가 넷 중립성 원칙 준수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도 계약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지정한 행정지원 사무실(Office of General Services) 혹은 기타 모든 뉴욕주 정부 기관은 

주정부 계약 체결자가 다음의 인터넷 중립성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주정부의 조달 과정에 통합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A.            정의  

  

1.            여기서 “넷 중립성(net neutrality)”은 ISP가 인터넷 내용 혹은 

응용프로그램을 봉쇄, 축소 혹은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특정 내용 혹은 

응용프로그램 접속하는 데 차액을 지불하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            여기서 “해당 뉴욕주 기관”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를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의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사, 공공당국과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            정부 기관 책임  

  



 

 

1.            해당 뉴욕주 기관은 조달절차를 수정하여 해당 뉴욕주 기관에서는 오직 

넷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ISP와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넷 

중립성 보호를 포함하며 ISP가 법률적 내용,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무해한 기기 혹은 

ISP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경쟁 응용프로그램을 봉쇄하지 않을 것을 특별히 

명시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해당하는 뉴욕주 기관에서 2018년 3월 1일부 이후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 혹은 재계약에는 상기 내용과 일치하는 

동의서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뉴욕주 기관에서는 이 동의서가 없이 그 어떤 ISP, 대행사 

혹은 해당 뉴욕주 기관을 대신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혹은 조달하는 기타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2.            공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뉴욕시민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접속을 보호하는 넷 중립성을 추진하는 잠재적인 조치들을 평가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천십팔년 일월 이십사일, 올버니 

시에서 뉴욕주 관인과 

함께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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