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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북부북부북부북부 지역에지역에지역에지역에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확장하기확장하기확장하기확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광대역광대역광대역광대역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14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교부금으로교부금으로교부금으로교부금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약약약약 30,000 가구가구가구가구 및및및및 2,000 기업에기업에기업에기업에 광대역광대역광대역광대역 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 가능할가능할가능할가능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Empire State Development(ESD)가 주도 지역, 뉴욕주 서부 지역, Finger 

Lakes, Southern Tier, 뉴욕주 중부 지역, North Country 및 Mohawk Valley 지역을 포함한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약 30,000 주민 및 2000여 업소들을 위해 광대역 서비스를 확장할 9건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1450여만 달러의 뉴욕주 광대역 교부금을 승인했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지사의 2500만 달러 Connect NY 광대역 교부금 프로그램 및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교부금에서 승인될 최초의 광대역 교부금이 포함되는 데 완료되면 전주적으로 서비스를 못받거나 

미흡하였던 500,000여명의 뉴요커들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큰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성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과 주민을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서비스가 미흡하였던 시골 지역 사회를 광대역 

서비스의 많은 이점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기업들이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주정부가 업스테이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 9건의 

프로젝트는 지역을 위해 기업을 유치 및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광대역 기술의 가용성, 저렴성 및 활용성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e-커머스, e-정부, 원격 의료 및 장거리 학습 같은 광대역 서비스의 수 많은 

이점을 활용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건이 개선되며, 학생 및 교사를 위한 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다음 9건의 프로젝트가 뉴욕주 광대역 교부금을 받을 것입니다: 

� Open Access Fiber Network (Yates 카운티) – $2,407,049 

� Clarity Connect, Inc. – Tompkins and Cayuga Ubiquitous Last Mile Coverage (여러 카운티들) 

– $2,216,000 

� Slic Network Solutions, Inc. – Schroon Lake Next Generation Broadband (Essex 카운티) – 

$2,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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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Visions Communications – Parish Broadband (Oswego 카운티) – $1,999,584 

� MTC Cable – MTC Broadband Build Out (여러 카운티들) – $1,800,000 

� Slic Network Solutions, Inc. – Bellmont North Next Generation Broadband (Franklin 카운티) 

– $1,012,366 

� Slic Network Solutions, Inc. – Lyon Mountain Broadband (Clinton 카운티) – $976,426 

� Southern Tier West Development Foundation – Southern Tier Broadband (여러 카운티들) – 

$672,452 

� Slic Network Solutions, Inc. – Long Lake Next Generation Broadband (Hamilton 카운티) – 

$1,370,306 

 

합쳐서 이 9건의 프로젝트는 29,117 가구, 2,052 업소 및 236 커뮤니티 거점 기관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614 마일의 신규 광섬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교부금의 대부분은 “마지막 마일”의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프로젝트가 

뉴욕 주민들에게 곧바로 초고속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마일은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종종 다수의 시골 지역 주민들이 근처 

가구에 광대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광대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이 필수적 투자로 우리는 모든 뉴요커들과 기업들에게 정보 고속도로 

접근 능력을 제공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경제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전주 및 전세계의 시장에 접근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뉴욕주를 미국 및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뉴요커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가 증대하고 일자리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광대역 서비스가 주의 경제 성장에 긴요함을 인식한 Cuomo 지사는 2012년 9월에 시골 업스테이트 

및 서비스가 미흡한 도시 지역들에 고속 인터넷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해 Connect NY 광대역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2500만 달러의 교부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2500만 달러의 Connect NY 교부금과 광대역 기술 및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지역 

경제개발협의회(REDC)의 추가 기금(제3회차 REDC 교부금 1100만 달러 포함)으로 인해 Cuomo 

행정부 동안 광대역 프로젝트를 위해 교부된 자금의 총액은 6800만 달러가 됩니다. Connect NY 및 

REDC를 통해 Cuomo 행정부가 한 약속은 미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최대의 직접 주 

교부금 투자가 됩니다. 

 

50만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또 다른 

600만명의 시민들이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DC들은 지역 사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우선 과제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장을 지목했습니다. Connect NY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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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인터넷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지역 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서 각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게 

됩니다. 

 

교부금은 지역 정부와 경제 개발 기관의 협조하에 각 지역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제공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ESD)는 뉴욕주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www.esd.ny.gov). ESD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세수의 증가 

및 지역 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ESD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D는 Cuomo 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간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협의회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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