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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교외 지역사회에 적정가격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 확보를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커넥트올 파일럿 이니셔티브 1단계 완공 발표  

  

뉴욕 전력청 송전 시스템을 통해 셔번 빌리지와 니콜스 타운의 2,000명 이상의 주민 및 
기업이 고속 인터넷 사용 가능    

   

커넥트올 및 셔번의 성과 관련 동영상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커넥트올(ConnectALL)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서 

최초로 달성된 지자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커넥트올 21세기 지자체 인프라(ConnectALL 21st Century Municipal 

Infrastructure) 파일럿 프로그램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의 기존 전송 시스템에 

광학 섬유 인프라를 사용하는 한편, NYPA와 셔변 빌리지, 니콜스 타운의 최적화 실행 

계획일정에 앞서 시행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밴드 연결성은 전력, 수도 등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모든 시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 주, 비영리 파트너 간의 협업은 커넥트올 

프로그램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해 

프로그램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 규모로, 네 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공사를 완료하여 

과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용이 제한되었던 가정 및 기업 고객 2,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셔냉고 카운티 셔번 

빌리지에서 완공된 네트워크 공사와 더불어, 티오가 카운티 니콜스 타운에서도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Hochul 주지사가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뉴욕주 역사 상 최대 규모의 

브로드밴드 투자로 뉴욕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혁하고 민관 투자를 활용해 주 전역에서 

인터넷 접근성, 가격,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youtu.be%2FIeBT5sYE_k8&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y1WV99n6LTMtv%2Fsq9kdFNJg2%2BXBuh4gJIeGBUhPv%2B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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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10-million-connectall-pilot-initiative-bring-affordable__%3B!!MQuuhw!3faT584Fc1vpp7Kom2ADgeT8J-aKvblwHzOj_VSUlCmgEWFlyUe9uMhde6r9NsUg4vdMeIo0g_q14ze-NH_drtNhkxuNny0%24&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F6ixydbbP7Ogmm%2BlVisTm7q9amWGzj0JiGpo9SRqY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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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10-million-connectall-pilot-initiative-bring-affordable__%3B!!MQuuhw!3faT584Fc1vpp7Kom2ADgeT8J-aKvblwHzOj_VSUlCmgEWFlyUe9uMhde6r9NsUg4vdMeIo0g_q14ze-NH_drtNhkxuNny0%24&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TF6ixydbbP7Ogmm%2BlVisTm7q9amWGzj0JiGpo9SRqY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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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aT584Fc1vpp7Kom2ADgeT8J-aKvblwHzOj_VSUlCmgEWFlyUe9uMhde6r9NsUg4vdMeIo0g_q14ze-NH_drtNh6mki_WE%24&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OJjW774HqNODMhhwaeh%2BbXHAwF7Gwxi9qYJVtiHhfo%3D&reserved=0


셔번 빌리지와 니콜스 타운과 더불어,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루이스 카운티 디아나 

타운과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핏캐이언 타운에서 광학 섬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YPA는 4월 주 의회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미들 마일"의 기존 광학 섬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네 곳에서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셔번 일렉트릭(Sherburne 

Electric),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 서던 티어 

네트워크(Southern Tier Network) 등이 브로드밴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셔번의 새로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은 한 달 기준 약 40 

달러로,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2022 지역 인터넷 서비스 가격 

조사(Regional 2022 Survey of Internet Service Pricing)에서 나타난 셔냉고 카운티 평균 

가격보다 한참 낮습니다.   

    

Justin E. Driscoll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인프라인 NYPA의 전송 네트워크는 뉴욕의 

외곽 지역까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를 전송하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주정부 파트너,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자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및 외곽 지역사회 모두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뉴욕이 거둔 성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NYPA가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엠팡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격차 문제를 특히 

뉴욕주 외곽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적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리가 정부 파트너와 이러한 노력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커넥트올 관리청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뉴욕 최초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기금 보조금   

커넥트올 관리청은 미국 상무부의 광대역 형평성, 액세스, 배포 및 디지털 

형평성법(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and Digital Equity Act) 

프로그램을 통해 7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ConnectALL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주 전역의 뉴욕 시민들을 참여시켜 포괄적인 주 전체의 광대역 구축 및 

디지털 형평성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뉴욕주의 남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연방 기금을 활용하는 데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입니다.  

    

광대역 평가 프로그램 및 대화형 광대역 맵 운영 시작   



커넥트올은 주 자원, 지방 및 지역 정부 파트너 및 일반 대중을 동원하여 IIJA에서 

제공하는 주 자금의 최종 배분을 알 수 있는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국가 광대역 맵(National Broadband Map)의 부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커넥트올은 최근 연방 맵에 포함되지 않은 31,000개 이상의 뉴욕 주소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이의서는 공공 서비스 부서에서 제작한 주 최초의 

심층적인 대화형 광대역 지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소비자 광대역 보조금 홍보   

Hochul 주지사는 최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월 30달러의 광대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다중 기관 및 풀뿌리 노력 덕분에 100만 가구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넥트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 정보는 www.broadband.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lliam Acee 셔번 빌리지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광학 섬유 네트워크를 

우리 고객에게 제공하여, 빌리지는 전기 전송 라인을 통제 관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전력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오픈 액세스(Open Access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커넥트올 프로그램에 

참여할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광섬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905년 전력 시스템 

구축과 같은 방식으로 셔번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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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전력청의 인프라를 활용해 외곽 지역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범적인 청사진이며, 브로드밴드 접근성 확대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접근성 확대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최우선순위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John Lemond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넥트올 브로드밴드 확대 

프로젝트의 1단계 완료는 올해를 마무리하기에 알맞은 소식입니다. 저는 센트럴 뉴욕에 

적정가격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신 엔지니어와 오거나이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남아 있는 지자체로 연결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로드밴드는 날이 갈수록 필수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모든 사람이 인터넷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Jeffery Gasper 서던 티어 네트워크(Southern Tier Network, ST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티오가 카운티 니콜스, 

파이버스파크(Fiberspark)와 초기 ISP 구축을 통한 STN 오픈 액세스 섬유를 가정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협력한 결과, STN는 뉴욕 니콜스에서 제한된 서비스만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30month-discount-federal-affordable-connectivity-program__%3B!!MQuuhw!3faT584Fc1vpp7Kom2ADgeT8J-aKvblwHzOj_VSUlCmgEWFlyUe9uMhde6r9NsUg4vdMeIo0g_q14ze-NH_drtNh5Vexuq4%24&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AhELAt8X%2F2FQIbTfmbDXWZmenNFC%2FabEnLZmMEI9mq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3A%2Fwww.broadband.ny.gov%2F__%3B!!MQuuhw!3faT584Fc1vpp7Kom2ADgeT8J-aKvblwHzOj_VSUlCmgEWFlyUe9uMhde6r9NsUg4vdMeIo0g_q14ze-NH_drtNh-UPYyJ0%24&data=05%7C01%7CSoumia.Sid%40otda.ny.gov%7Ca061d964af584cd8b44208dae2c297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62264476711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tQ91D9cy2GLm%2FPJozj40%2BA5FQOG5ek1Iak1YF%2FmhWo%3D&reserved=0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니콜스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던 티어의 기타 지역과 뉴욕주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NYPA 및 커넥트올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오픈 액세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STN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Esther Woods 니콜스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역사회 

고속 인터넷 구축을 위해 기금을 투자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하나로 연결되었으며,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재택근무, 

원격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제야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arl E. Farone, Jr. 노스 컨트리 개발청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청은 

NYPA와 협력하여 커넥트올 프로그램을 통해 핏캐이언 및 다이아나 타운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것은 적정가격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소외된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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