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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교외 지역사회에 적정가격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 확보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커넥트올 파일럿 이니셔티브 실시 발표  

  

뉴욕 전력청은 셔냉고 카운티 셔번 빌리지에서 기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활용해  

브로드밴드 설치  

  

추가 세 곳의 타운이 커넥트올 파일럿 이니셔티브 대상: 루이스 카운티 티오가 카운티 

니콜스, 다이애나 타운,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핏캐이언 타운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이니셔티브로 

뉴욕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21세기형 디지털 인프라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교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적정가격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커넥트올(ConnectALL) 

4개 카운티 모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셔냉고 카운티 셔번 빌리지, 루이스 

카운티 티오가 카운티 니콜스, 다이애나 타운,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핏캐이언 타운 등이 

주지사가 추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를 통한 1차 시행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21세기형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서, 

커넥트올은 뉴욕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브로드밴드 접근성, 가격, 평등 등을 주 

전역에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과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대표자들은 William Acee 셔번 시장 및 기타 협력자들과 함께 셔번 카운티에 모여 오늘 

모델 프로젝트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뉴욕 주민들은 가격이 적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드밴드를 통해 

우리는 가족, 직장, 학교, 보건 서비스와의 연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원격 근무를 하거나 학교 수업을 듣게 되는 가운데, 뉴욕의 디지털 환경 격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은 난방과 수도, 전력과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커넥트올은 주 전역에 안정적인 

적장가격 브로드밴드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뉴욕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는 우리 뉴욕주의 기초 투자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 및 지역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1-billion-connectall-initiative-bring-affordable-broadband__%3B!!MQuuhw!zgY4r0S1DWe32I3yJTL6NTEfyBbXeFhuPcT0pYK7l5wCFN4KiBCGl7tU6uagpRSxUnJoLu4wUh46yNjZuESFg6Y3_YXYvdkQ%2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4bf66f2ff3f4a5f6e6b08da3ff4c3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61774726392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CKmJk2P0b8qf%2BarhW9Qer%2B9BMOPMwlBHpi8l2nlrV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1-billion-connectall-initiative-bring-affordable-broadband__%3B!!MQuuhw!zgY4r0S1DWe32I3yJTL6NTEfyBbXeFhuPcT0pYK7l5wCFN4KiBCGl7tU6uagpRSxUnJoLu4wUh46yNjZuESFg6Y3_YXYvdkQ%2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4bf66f2ff3f4a5f6e6b08da3ff4c3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61774726392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CKmJk2P0b8qf%2BarhW9Qer%2B9BMOPMwlBHpi8l2nlrVk%3D&reserved=0


  

뉴욕의 새로운 커넥트올 프로그램은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대형 데이터 센터(퍼스트 

마일)과 개별 주택(라스트 마일)을 연결하는 기존의 주정부 소유 파이버를 활용해 파이버 

브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으로는 민간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외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다.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를 더불어, ESD,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 서던 티어 네트워크(Southern Tier Network) 등 뉴욕주 정부 기관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NYPA는 네 곳의 선정 지역에 초기 브로드밴드 배치를 관리합니다. 이때 

기존 주정부 소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2,000개 이상의 주택 및 기업을 연결하는 "미들 

마일"을 구축합니다.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커넥트올 계획은 세 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역 

지자체와 기타 단체가 접근성이 높은 브로드밴드 인프라 설계, 구축,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소외된 가정과 기업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의 교외 

배치 프로그램, 주 전역의 브로드밴드 이용성 보장을 위한 디지털 평등 프로그램, 기타 

혁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셔번 빌리지에서 NYPA는 NYPA를 이용하는 지자체 공사인 셔번 일렉트릭(Sherburne 

Electric)과 협력하여 '미들 마일'에서 NYPA 소유 기존 전송망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빌리지와 지자체가 빌리지의 1,800개 주택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설계, 시공, 건설하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 브로드밴드 연결은 명목 비용으로 제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Justin E. Driscoll 뉴욕 전력청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은 뉴욕 주민이 정보와 상품,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줌전력청의 전송망을 이용해 뉴욕 주민의 브로드밴드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장비 이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더 많은 뉴욕 주민, 특히 가장 외진 지역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Hope Knight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대표,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적정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주정부의 기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직접적으로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파일럿에 참여하는 셔번 빌리지와 기타 지자체는 브로드밴드 접근성 

확대 및 합리적 가격을 보장하여 모든 주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Peter Oberacke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고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 브로드밴드는 경제 개발, 비상 서비스, 교육, 삶의 질 모두에서 



필수적입니다. 주 예산의 광섬유 예산을 폐지하고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John Lemond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밴드 확대 노력은 매우 

민감하며 자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커넥트올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의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브로드밴드는 일상 생활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뉴욕 전역에 신뢰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William Acee 셔번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번 일렉트릭(Sherburne 

Electric) 고객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셔번의 모든 주민과 기업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철도 연결과 맞먹는 쾌거입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적정가능 브로드밴드 인터넷은 우리 지역사회의 경계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셔번과 전 세계의 연결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현해주신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력청에 감사드립니다."  

  

Steve Manning 서던 티어 네트워크(Southern Tier Network)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커넥트올 및 뉴욕 전력청은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뉴욕주의 

소외된 가정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기 지자체 중심 연결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번 티어 네트워크, 노스 컨트리 

개발청, 셔번 일릭트릭 코옵(Sherburn Electric Coop) 비영리, 지자체 중심의 네트워크 

기업이  NYPA 및 뉴욕주 커넥트올 사무소와 협력하여 공동의 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했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제가 아는 한 전국 최초로 독과점 형태인 서비스 제공자 시장에 경쟁을 창출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 중 하나입니다."  

  

Carl E. Farone, Jr.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청과 뉴욕 전력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노스 컨트리에 브로드밴드를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에 브로드밴드를 연결하는 것은 개발청의 우선 순위 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세인트 로렌스와 루이스 카운티에서 우리의 목표는 물론 Hochul 

주지사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넥트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roadband.ny.gov/  

  

NYPA 소개  

뉴욕 전력청(NYPA)은 16 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 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state public power organization)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broadband.ny.gov%2F__%3B!!MQuuhw!zgY4r0S1DWe32I3yJTL6NTEfyBbXeFhuPcT0pYK7l5wCFN4KiBCGl7tU6uagpRSxUnJoLu4wUh46yNjZuESFg6Y3_cnbR0YH%24&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4bf66f2ff3f4a5f6e6b08da3ff4c3eb%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9261774726392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BkW1lmONScv0j2pYEKZ4XCFQqLU%2B7iCrVIK5fIkl64%3D&reserved=0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nypa.gov을 방문하거나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링크드인

(LinkedIn)에서 저희를 팔로우 하세요.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뉴욕주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www.esd.ny.gov).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대출, 지원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뉴욕주 개발공사는 직장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협의체 및 뉴욕주 개발공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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