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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광대역광대역광대역광대역 활동과활동과활동과활동과 투자에서투자에서투자에서투자에서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미국미국미국미국 제제제제1위를위를위를위를 차지하고차지하고차지하고차지하고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미국의미국의미국의미국의 광대역광대역광대역광대역 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 조사한조사한조사한조사한 Strategic Networks Group, 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뉴욕주가 전체전체전체전체 1위에위에위에위에 올랐다고올랐다고올랐다고올랐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광대역 통계 경제학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Strategic 

Networks Group이 뉴욕주가 광대역 활동 및 투자에서 미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he 50 States of Broadband” 조사는 주 단위의 광대역 투자 활동을 

조사해 뉴욕주가 서비스 제공 가능성, 채택, 의미 있는 이용 추구, 성장 투자 및 규제에서 

총 1위에 올랐다고 보았습니다.  

 

“The New NY Broadband Program은 뉴욕주 구석구석에서 각 가정과 기업들을 연결하여 

뉴욕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는 식으로 튼튼한 경제를 위한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주가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광대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니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서 리더로서의 우리 역할을 강조합니다.”  

 

SNG는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각 주들과 경쟁을 

하게 하였습니다. 48개 주가 참여했고, 응답자들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 채택, 의미 있는 

이용 추구, 성장 투자 및 규제라는 광대역의 다섯 가지 핵심 관점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응답은 이러한 관점에 대한 각 주의 순위를 매기고 이를 합친 전체적인 

순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The Broadband Program Office는 뉴욕주가 미국에서 광대역 사용 능력에서 1위를 

차지한 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의의의 

Broadband & Innovation 실무실무실무실무 이사인이사인이사인이사인 Jeffrey Nordhaus이이이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주지사의 공약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미국에서 가장 

과감하고 야심찬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BPO는 뉴욕주민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데 계속 중점을 둘 것이며 Phase One 경매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New NY Broadband Program은 모든 뉴욕주민들이 2018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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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ime Warner Cable과 Charter 

Communications 합병을 승인하는 PSC 명령과 함께 뉴욕주의 수 백만 뉴욕주민들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크게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00 Mbps 속도(원거리는 25 Mbps)의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 제공.  

• 도서관과 교육 기회 센터를 포함해 인터넷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주는 프로젝트를 최우선 배려.  

• 신청서는 “역경매” 방식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뉴욕주의 최저 투자를 

이끄는 프로젝트 입찰업체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주 차원의 지원금 배정을 위해 각 지역경제개발위원회 지역 내에서 경매 

개최. 

 

광대역 서비스는 기업들을 전 세계 소비자 및 시장과 연결시켜 뉴욕주에서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주의 광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많은 가정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Broadband For All를 방문하십시오. 

 

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소개소개소개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의 주요 경제개발기관(www.esd.ny.go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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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및 주의 상징적 관광 브랜드인 “I Love NY”의 

마케팅을 감독하는 일차적 행정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협의회 및 Empire State 

Development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사이트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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