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8 년 3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도 지역에 4,300 만 달러 이상의 제 3 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초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게 된 19,774 곳의 가정과 기업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려는 주지사의 목표 달성
제 3 차 프로그램 보조금 및 시행 지역별 인구조사 정보는 여기 에서 제공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카운티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 현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3 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에 대한 보조금 4,360 만 달러가 주도 지역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7,100 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19,774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 3 차 프로그램이자 마지막 회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으며, 뉴욕주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은 그 어느때 보다도
뉴욕의 주민과 기업에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민관 기금과 함께 주정부 투자를
활용하여, 우리는 모든 곳을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보급하려는 최초의 주로서 미국을
이끌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현명하며 경쟁력을 갖춘 뉴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총 16 건의 프로젝트가 주도 지역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전체 주민과 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약 1,400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 년에 출범했을 때, 주도
지역 주민 중 73 퍼센트에 해당하는 371,000 채가 넘는 주택에서 광대역 접속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별 보조금은 총 2 억 2,550 만 달러의 제 3 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 보조금의 일부 금액입니다. 이 주정부
투자로 광대역 인프라 분야를 위해 총 3 억 8,5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유치하여 제 3 차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약 129,000 곳의 장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에는 이전에 발표된 제 3 차 프로그램 기금에 더하여 이 프로그램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추가 보조금 1,58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3 차 인터넷 광대역망 보급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주도 지역 타운 명단
올버니 카운티 (Albany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Berne

$1,415,679

$1,854,997

524

Colonie

$1,028,246

$1,296,060

469

Rensselaerville

$975,643

$1,340,013

431

Westerlo

$542,644

$839,069

1,156

Albany (City)

$134,745

$174,592

228

컬럼비아 카운티 (Columbi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laverack

$518,311

$1,010,853

169

Ghent

$398,113

$516,561

175

Taghkanic

$397,742

$904,938

121

Livingston

$141,346

$287,456

43

Gallatin

$85,465

$278,212

26

그린 카운티 (Greene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Lexington

$1,384,542

$3,157,129

484

Catskill

$1,375,613

$2,017,220

787

Cairo

$1,221,008

$1,752,890

703

New Baltimore

$553,355

$695,772

311

Greenville

$383,001

$680,185

227

렌셀러 카운티 (Rensselaer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Hoosick

$1,963,276

$2,757,812

277

Grafton

$338,455

$444,561

100

Pittstown

$337,648

$568,881

124

Petersburgh

$105,001

$192,759

18

Berlin

$64,801

$83,088

12

Schaghticoke

$41,749

$73,377

70

사라토가 카운티 (Saratog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Stillwater

$98,136

$124,533

88

Northumberland

$85,336

$114,642

106

Saratoga

$66,708

$89,594

142

Moreau

$38,273

$56,732

223

Day

$25,988

$40,541

163

스키넥터디 카운티 (Schenectady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Duanesburg

$1,776,353

$2,694,026

328

Princetown

$211,356

$307,028

94

Rotterdam

$74,032

$109,513

74

Glenville

$630

$900

4

워런 카운티 (Warre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Johnsburg

$3,245,431

$4,063,293

944

Thurman

$2,025,459

$2,593,396

755

Stony Creek

$742,530

$934,027

273

Warrensburg

$220,587

$285,420

106

Chester

$13,860

$19,864

87

워싱턴 카운티 (Washingt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White Creek

$4,157,207

$6,098,124

609

Hebron

$3,485,295

$6,296,700

1,074

Cambridge

$2,948,047

$5,043,638

540

Putnam

$1,177,977

$2,396,929

379

Jackson

$1,166,745

$2,033,025

283

Easton

$1,152,084

$2,551,207

448

Salem

$1,111,167

$2,367,439

482

Hartford

$1,095,927

$2,105,305

410

Dresden

$847,463

$1,620,282

704

Argyle

$689,386

$1,307,554

352

Hampton

$653,604

$1,181,897

385

Granville

$588,270

$988,461

581

Fort Edward

$451,739

$899,665

182

주도 지역의 라운드 3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Fairpoint Communications

1

$436,846

$112,678

$549,523

G-Tel Teleconnections

2

$882,761

$1,229,907

$2,112,668

Hudson Valley Wireless

2

$2,707,251

$1,033,029

$3,740,281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1,721,946

$1,398,216

$3,120,162

Middleburgh Telephone
Company (MIDTEL)

1

$2,318,108

$579,523

$2,897,630

Mid-Hudson Data Corp.

2

$4,474,125

$2,010,932

$6,485,058

MTC Cable

1

$1,578,674

$1,941,133

$3,519,807

Slic Network Solutions

2

$17,495,854

$12,845,773

$30,341,628

Verizon Communications

3

$12,002,391

$6,260,124

$18,262,514

Total

16

$43,617,956

$27,411,315

$71,029,271

시행 지역별 인구조사 데이터를 비롯한 제 3 차 프로그램 보조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주는 제 3 차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카운티와 지자체 보조금을 여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은 모든 주민과 기업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든 이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3 차까지 거치는 동안 민관 투자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Jeffrey Nordhaus 혁신 및
광대역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3 차 프로그램의 수혜 지역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욕주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고품질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40 건이 넘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로써 모든 주민을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 인터넷 광대역을
보급한다는 주지사님의 야심에 찬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뉴욕은 미국에서 최초로
모든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된 주가 되고 있습니다.”

Paul Tonk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학생들은
과제물을 처리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가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며 번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 광대역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기업 수천
곳에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망의 실제 속도와 우리 지역 내 지역사회들이 경험하는 접속
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광대역 접속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일 등을 포함해서 이
이슈에 관련되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중요한 첫번 째 단계입니다.”
Elise Stefanik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망은 21 세기 경제
환경 속에서 성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역구 전 지역의 가정에 이
필요한 자원의 보급을 보장하는 이번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광대역 인터넷망의 보급
증가로 우리 지역의 상거래가 늘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도 지역의 가정에 필요한 자원의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 년에 출범했을
때, 뉴욕 주민 중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42 만 곳의 장소에서 광대역 접속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 중 단지 35 퍼센트만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었던 8 곳의 업스테이트 지역경제개발협의체(Upsta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지역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제 1 차 프로그램 보조금 및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주정부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결과로, 광대역 접속망이 뉴욕
주민 97 퍼센트에 해당하는 220 만 곳의 장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제 2 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뉴욕 주민 98 퍼센트에 해당하는 8 만 곳 이상의 장소로 광대역 접속망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제 3 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2018 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재정 지원하는
제 3 차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에 광대역 접속망을 제공한다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장 후미진 농촌과 외진 지역에도 최소한 초당 100 메가 비트와
초당 25 메가 비트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뉴욕주 전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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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제 2 차, 제 3 차 프로그램을 통해,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Broadband
Program Office)은 현재 34 곳의 회사와 민관 파트너십에 총 12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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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000 곳 이상의 장소를 대상으로 21,000 마일이 넘는 광섬유를 설치하게 됩니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제 3 차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금으로 재정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은 또한 연방 정부의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 CAF)로부터 최대 1 억 7,0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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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에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에 직접 제안했습니다. 버라이존(Verizon)은
이 지원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의 브로드밴드 프로그램과
뉴욕주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의 파트너십의 결과로, 버라이존(Verizon)은 다시 한번
새로운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뉴욕주의 광대역 접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제 3 차 프로그램 과정의 결과로, 버라이존(Verizon)은 주정부 지원금
8,530 만 달러,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금 1,850 만 달러, 민간 조달 기금 약
4,500 만 달러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 대한 신규 광대역 투자로 1 억 4,800 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 대상 지역
내의 7,767 곳을 포함하여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에서 18,314 곳의 장소에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발표된 수치에 더하여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의 지원 대상 지역 내에서 수혜 장소로 새롭게 발표된 2,799 곳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이 추가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임한 버라이존(Verizon)의
낙찰가가 처음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으로 간주되었지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뉴욕주가 버라이존(Verizon)과 협상을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추가된 주택들에 대한 비용은 버라이존(Verizon)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고품질의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총 11 개 회사가 뉴욕주 전 지역에서 47,735 곳의 장소에 광대역 접속망을 보급하기 위해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의 지원금 6,600 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는 가족 소유의 전화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통신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광대역 제공업체와의 민관 협력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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