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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에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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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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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만 달러가 센트럴 뉴욕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3,750 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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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의 프로젝트가 센트럴 뉴욕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전체 주민과 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약 700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 년에 출범했을 때, 센트럴
뉴욕 주민 중 56 퍼센트에 해당하는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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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 뉴욕 타운 명단
카유가 카운티 (Cayug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Genoa

$3,465,785

$5,566,813

483

Venice

$2,956,321

$5,063,230

425

Summerhill

$1,852,946

$3,129,114

265

Moravia

$886,140

$1,435,013

123

Locke

$854,528

$1,405,038

146

Springport

$708,235

$1,125,961

112

Scipio

$113,421

$221,035

40

Niles

$92,636

$194,843

59

Sempronius

$66,257

$133,987

18

코트랜드 카운티 (Cortland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Solon

$2,457,728

$3,641,734

444

Freetown

$1,565,564

$2,107,176

353

Lapeer

$969,346

$1,211,739

242

Truxton

$887,878

$1,127,728

218

Cuyler

$627,150

$789,943

172

매디슨 카운티 (Madis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Lincoln

$37,193

$90,549

83

DeRuyter

$31,028

$48,825

186

Brookfield

$29,610

$47,194

184

Fenner

$20,335

$48,706

33

Eaton

$19,845

$28,353

125

오논다가 카운티 (Onondag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Tully

$184,882

$267,137

81

Fabius

$120,728

$167,603

89

Syracuse (City)

$120,488

$172,222

764

Spafford

$97,207

$136,567

27

Otisco

$41,694

$54,229

33

오스위고 카운티 (Oswego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Redfield

$1,950,111

$5,515,647

590

Constantia

$19,863

$99,645

29

Williamstown

$11,503

$41,017

39

Boylston

$10,868

$16,440

67

Granby

$9,608

$13,725

61

센트럴 뉴욕의 라운드 3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Clarity Fiber Solutions

1

$6,775,142

$1,693,785

$8,468,927

Haefele TV, Inc.

1

$7,845

$7516

$15,361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779,468

$514,238

$1,293,706

Verizon
Communications

2

$15,249,762

$12,487,940

$27,737,703

Total

6

$22,812,217

$14,703,479

$37,51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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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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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