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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SCHUMER 연방 상원의원, COLLINS 연방 하원의원,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광대역망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17,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

업스테이트 뉴욕의 농촌 지역과 세계를 연결할 기금 17,000만 달러
초당적 노력으로 Andrew M. Cuomo 주지사, Charles E. Schumer 연방 상원의원, Chris
Collins 연방 하원의원은 오늘, 다른 주에 지급될 수 있었던 17,0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이 광대역 및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반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정부는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속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전례없는 공약을 했으며, 이 조치로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Schumer 연방
상원의원님의 지도력과 이 뉴욕주를 위한 기금이 뉴욕주에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가 의회 대표단의 다른 의원님들과 협력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 연방 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Pai 위원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결정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상호 연결된 포괄적인 광대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chumer 연방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모든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중대한 뉴스입니다. 가장 초기부터 저는 이 17,000만 달러의
기금이 확실히 뉴욕주에 속해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스테이트
뉴욕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 따라
업스테이트의 기타 광대역 회사들은 업스테이트의 광대역 접속을 개선하도록 이 기금에
입찰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원의원으로 있는 한,
저는 선정된 통신사 한 곳이 뉴욕주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 주민들이 광대역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Coll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광대역에 접속하는 것은
웨스턴 뉴욕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이 기금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CC)의 결정을 듣고 웨스턴
뉴욕 주민들을 위해 저는 대단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미래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는 Schumer 상원의원님,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통신회사들이 업스테이트의 광대역망을 확장하기 위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
(Connect America Fund, CAF)의 연방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통신사 한 곳은 할당된 기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뉴욕주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 기금을 전국적인 입찰에
사용하고 싶어했습니다. 거의 1 년 동안 Cuomo 주지사, Schumer 상원 의원, Collins 하원
의원은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게 결정을 뒤집어서 뉴욕주에 뉴욕주를 위해 배정된
기금을 유지하여 기타 통신사들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광대역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연방 기금은 Cuomo 주지사가 2015 년에 발표한 5 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을 보완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더
나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과 이 17,000만 달러의 기금을
연계할 것을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 제안했습니다. Cuomo 주지사, Schumer
상원의원, Collins 하원의원은 연방 통신위원회 (FCC)가 이 제휴관계에 대한 제안을
수락한 점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 (CAF) 기금은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의 제3단계에 해당하는 특정 영역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뉴욕주 자원들과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가장 소외된 농촌
지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방 기금은 뉴욕주의 현재 투자
상황에 달려 있으며 뉴욕주의 광대역 확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소외되고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위한 기금으로
제공되는 이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뉴욕주 투자입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은 후미진 농촌
지역에서 수용가능한 초속 25 메가비트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속 100 메가비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 (CAF) 프로그램의 초속 10 메가비트 요구
사항을 훨씬 초과하며 또한 프로젝트가 훨씬 앞당겨진 일정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업스테이트 뉴욕 가정의 서비스는 뉴욕주의 향상된 목표인 초당 100 메가비트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25 메가비트이고 업로드 속도는 초당 3 메가비트인
연방 통신위원회 (FCC)의 광대역 벤치마크 속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CC)의 2015 년 광대역 진행 보고서 (Broadband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2010 년에
설정된 다운로드 용 속도 초속 4 메가비트 및 업로드 용 속도 초속 1메가비트의 이전
표준은 최신 광대역망이 적시에 모든 미국인들에게 배포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난 구식 표준이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단일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러 장치를 같이 연결 접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광대역
속도에 대한 표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결 접속된 장치가 많을수록 각
개별 사용자의 속도는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CC)의 2015 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데이트 된 서비스 벤치마크를
이용한다는 것은 최신 광대역망에 접속하지 못한 미국 전체 인구의 17 퍼센트인 약
5,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격차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사실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초속 25 메가비트
/ 초속 3 메가 비트 서비스에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2015 년 12 월 현재 업스테이트 뉴욕주 전 지역에서 초속 25
메가비트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정이 약 239,177 가구입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 따르면 버라이존 (Verizon)이 기금을 거절한 지역인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78,245 가구가 있었습니다.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 의해 발효된 명령에
따라, 뉴욕주는 예정된 광대역 경매 회차와 함께 10 년 동안 17,000만 달러의 이 거절된
기금을 수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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