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기 위한, 미국을 

선도하는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에 대해 발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재정 

지원하는 3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제 3차 프로그램 투자  

  

제 1차 프로그램 및 제 2차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성과를 토대로, 뉴욕 전 지역의 122,000 

곳이 넘는 가정과 장소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게 될 제 3차 프로그램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 3차 프로그램 지역 보조금 및 투자 내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재정 지원하는, 미국을 선도하는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2억 970만 

달러의 제 3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총액 3억 4,180만 달러 규모의 

공공 및 민간 광대역 투자를 추진하여 122,285 곳의 가정, 기업, 지역사회 기관 등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제 3차 

프로그램이자 마지막 회차의 프로그램이며, 뉴욕주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 약 

242만 곳의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업그레이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통한 가장 최근의 

보조금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터넷 서비스의 격차를 죽이고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은 산업을 번창하게 하고 21 

세기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요구하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뉴욕의 업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최첨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https://nysbroadband.ny.gov/new-ny-broadband-program/phase-3-awards


 

 

기업가와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첨단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사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을 보장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내딛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제 3차 프로그램에서 재정 지원하는 43 개 프로젝트들은 그동안 광대역이 보급되지 

않았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약 7,544 마일 규모의 광대역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욕 전 지역 8 개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제 3차 프로그램에서 주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해결된 

장소  

해결된 

지역  

Armstrong 

Telecommunications, 

Inc.  

$30,353,892  $23,819,659  $54,173,551  9,454  

Finger 

Lakes, 

Southern 

Tier, 

Western 

NY  

Clarity Fiber 

Solutions  
$13,634,674  $3,408,671  $17,043,345  3,311  

Central 

NY, 

Southern 

Tier  

DTC Cable Inc.  $9,190,530  $5,091,048  $14,281,578  1,383  

Mohawk 

Valley, 

Southern 

Tier  

Fairpoint 

Communications  
$3,232,659  $833,813  $4,066,472  407  

Capital 

Region, 

Mid-

Hudson  

Frontier 

Communications  
$9,722,173  $2,430,546  $12,152,719  2,735  

Finger 

Lakes, 

North 

Country, 

Southern 

Tier  



 

 

Gtel Teleconnections  $882,761  $1,227,960  $2,110,721  279  
Capital 

Region  

Haefele TV Inc.  $2,927,538  $2,223,074  $5,150,612  1,303  

Central 

NY, 

Southern 

Tier  

Hudson Valley 

Wireless  
$2,002,846  $513,199  $2,516,045  772  

Capital 

Region, 

Mohawk 

Valley  

Hughes Network 

Systems, LLC  
$14,888,249  $13,425,336  $28,313,585  72,163  

Capital 

Region, 

Central 

NY, 

Finger 

Lakes, 

Mid-

Huds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Southern 

Tier, 

Western 

NY  

Middleburgh 

Telephone Company 

(MIDTEL)  

$2,318,108  $579,527  $2,897,635  291  
Capital 

Region  

Mid-Hudson Data 

Corp.  
$4,474,125  $1,930,751  $6,404,876  2,438  

Capital 

Region  

Mohawk Networks, 

LLC  
$5,107,790  $5,798,137  $10,905,927  1,286  

North 

Country  

MTC Cable  $4,877,133  $6,367,183  $11,244,316  1,659  

Capital 

Region, 

Mid-

Hudson, 

Mohawk 

Valley, 



 

 

Southern 

Tier  

Otsego Electric 

Cooperative  
$5,739,316  $6,501,065  $12,240,381  1,406  

Mohawk 

Valley  

Slic Network 

Solutions  
$26,002,479  $21,099,399  $47,101,878  6,775  

Capital 

Region, 

Mohawk 

Valley, 

North 

Country  

TDS Telecom  $918,387  $306,129  $1,224,516  357  
North 

Country  

Verizon 

Communications  
$70,706,207  $35,936,580  $106,642,787  15,515  

Capital 

Region, 

Central 

NY, 

North 

Country, 

Southern 

Tier  

Windstream New 

York  
$2,696,893  $674,225  $3,371,118  751  

Western 

NY  

모든 회사  $209,675,760  $132,166,302  $341,842,062  122,285    

  

*최종 보조금은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Broadband Program Office)의 검토 및 확인 

대상입니다.  

  

제 3차 프로그램에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가장 농촌 지역에 위치한 가정과 기타 장소에 

최소 초당 25 메가 비트 (Mbps) 이상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고급 위성 

기술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년에 출범했을 

때, 뉴욕 주민 중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42만 곳의 장소에서 광대역 접속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광대역 접속망은 8 곳의 업스테이트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서 가장 

부족했습니다. 제 1차 프로그램 보조금 및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주정부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결과로, 광대역 접속망이 뉴욕 주민 97 퍼센트에 해당하는 220만 곳의 

장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제 2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뉴욕 주민 98 퍼센트에 



 

 

해당하는 8만 곳 이상의 장소로 광대역 접속망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제 3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재정 지원하는 제 3차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에 

광대역 접속망을 제공한다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과 벽지에서 최소한 초당 100 메가 비트(Mbps) 및 초당 25 메가 

비트(Mbps)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광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 

인터넷 접속망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약을 이행한 후, 뉴욕 

주민의 99.9 퍼센트는 거의 99 퍼센트 초당 100 메가 비트(M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한 

고속 광대역에 접속하게 됩니다. 광대역이 보급되지 않았던 지역에 할당하는 브로드밴드 

지원금과 일치하는 프로그램 보급 우선 순위 결정은 전체 기금 중 약 90 퍼센트의 기금이 

처음으로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이 지역들에 연결하기 위해 광대역이 보급되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의 프로젝트에 수여되었습니다.  

  

제 1차, 제 2차, 제 3차 프로그램들을 통해,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Broadband 

Program Office)은 이제 34 곳의 다양한 회사와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에 총 122 개 

프로젝트를 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로 롱아일랜드와 더불어 모든 업스테이트 

카운티에서 광대역이 보급되지 않았거나 광대역 속도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DC) 지역 9 곳에 광대역을 보급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총 

25만 곳 이상의 장소를 대상으로 21,000 마일이 넘는 광섬유를 설치하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21 세기 경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를 연결하는 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 3차 

프로그램 보조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기업, 학교, 지역사회들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 및 민간 투자금 수억 달러로 충당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제 3차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금으로 재정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은 또한 연방 정부의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 CAF)로부터 최대 1억 7,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들 등의 노력의 결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를 뉴욕주에 다시 위탁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잠재적으로는 다른 주들로 보내져야 했지만 이제는 뉴욕에 남게 됩니다.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는 뉴욕 전 지역의 인터넷 접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광대역을 보급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5년에 버라이존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에 직접 제안했습니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는 이 지원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의 브로드밴드 프로그램과 뉴욕주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의 

파트너십의 결과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는 다시 한번 

새로운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뉴욕주의 광대역 접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춘 제 3차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해당 지역 장소 4,968 곳을 포함하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는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장소 15,515 

곳에 광대역 접속망을 보급하기 위해 주정부 지원금 7,070 만 달러와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금 1,2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총 12 개 회사가 47,676 곳의 장소에 

광대역 접속망을 보급하기 위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의 기금 6,0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뉴욕은 가족 소유의 전화 회사 및 부족 소유의 케이블 회사에서 비영리 전기 협동 조합 및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통신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광대역 제공업체와의 민관 

협력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의 참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스테이트의 비즈니스에 이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21 세기 경제에 이르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우리는 노스 컨트리 주민들의 

온라인 학습 및 구매력을 개선하면서 카운티 경계선을 넘어 주민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illy Jon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망이 없다면, 학생들은 

귀중한 교육 자원을 빼앗기고 지역 기업들에 고객들은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민 가정들은 삶에 이로운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농촌의 가장 외진 지역의 가장 어린 주민들의 교육을 

도우면서 남녀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완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 이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상원 에너지 통신 위원회(Energy and Telecommunications Committee)의 

위원장인 Joseph A.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수많은 지역사회, 기업, 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고속 인터넷 접속망은 특히 우리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기술에 의존하게 된 시기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기타 목적들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정부의 광대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업, 기관, 위원회 등에 관한 뉴욕주 하원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Corporations, Authorities and Commissions)의 위원장인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역 접속망을 확대하는 것은 주지사 취임 첫 날부터 

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주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투자는 이 프로젝트들을 완료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제공하며 뉴욕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 강화를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Frontier Communications)의 Kevin Smith 기업 및 지역사회 

개발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4,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은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모호크 밸리, 미드 허드슨, 노스 컨트리,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등입니다.) “광대역 접속망과 함께 제공되는 중요한 교육적, 경제적 기회는 

뉴욕의 미래와 프론티어(Frontier)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광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속망을 확대하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와 다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의 임무는 뉴욕을 광대역 보급의 리더로 만들고 

관련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의 Leecia Eve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Region)을 위한 주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에서 가장 강력한 광대역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버라이존(Verizon)에서, 저희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미래를 구축합니다.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으로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초고속 광대역 접속망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사회들이 더욱 잘 연결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의 고도로 숙련된 고임금 인력이 수행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 전체가 세계 경제에서 더욱 잘 경쟁할 수 있께 될 것입니다.”  

  

미들버그 텔리폰 컴퍼니(Middleburgh Telephone Company, MIDTEL)의 Jim Becker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1,47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은 주도 지역, 

모호크 밸리 등입니다.) “미들버그 텔리폰 컴퍼니(MIDTEL)는 농촌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광대역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Broadband 

Program Office)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과 농촌 지역에 광대역을 보급하는 데 걸림돌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인식이 없었다면 뉴욕주 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은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지사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농촌 지역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남을 뻔 

했습니다.”  

  

암스트롱 텔리커뮤니케이션스(Armstrong Telecommunications)의 Shawn Beqaj 규제 

담당 및 상호 연결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8,38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은 핑거 레이크스,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등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의 엄청난 성공의 

핵심은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우아한 구조입니다. 암스트롱(Armstrong)은 광섬유 

인프라의 수천 마일을 7 개 카운티의 27,000 개 이상의 가정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운영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와 파트너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Jeffrey Nordhaus 혁신 및 

광대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Broadband 

Program Office)은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참여 기업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미국을 선도하는 최고의 

브로드밴드 접속망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함에 있어 

우리의 보조금 수령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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