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지역에 400만 달러 이상의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초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게 된 6,051 곳의 가정과 기업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려는 주지사의 목표 달성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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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에 대한 보조금 440만 달러가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67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6,051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 3차 프로그램이자 마지막 회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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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의 프로젝트가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전체 주민과 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약 16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년에 출범했을 때, 미드 

허드슨 지역 주민 중 22 퍼센트에 해당하는 202,000 채가 넘는 주택에서 광대역 

접속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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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된 지역별 보조금은 총 2억 2,550만 달러의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 보조금의 일부 금액입니다. 이 주정부 

투자로 광대역 인프라 분야를 위해 총 3억 8,5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유치하여 제 3차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약 129,000 곳의 장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에는 이전에 발표된 제 3차 프로그램 기금에 더하여 이 프로그램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추가 보조금 1,5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3차 인터넷 광대역망 보급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미드 허드슨 지역 타운 명단  

  

더치스 카운티 (Dutchess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Milan  $2,795,813  $3,516,949  352  

Pawling  $7,875  $12,212  45  

Poughkeepsie  $6,773  $9,675  43  

Beekman  $6,143  $11,751  30  

Red Hook  $5,355  $7,650  34  

  

오렌지 카운티 (Orange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New Windsor  $49,613  $70,875  315  

Deerpark  $9,450  $13,607  59  

Goshen  $8,505  $12,366  52  

Hamptonburgh  $6,773  $9,675  43  

Wallkill  $5,828  $8,416  36  

  

퍼트넘 카운티 (Putnam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Patterson  $21,262  $31,329  132  

Southeast  $17,010  $28,664  88  



 

 

Carmel  $12,285  $21,292  72  

Kent  $2,520  $6,110  9  

Putnam Valley  $945  $1,623  5  

  

록랜드 카운티 (Rockland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Haverstraw  $2,520  $5,887  9  

Stony Point  $1,260  $2,663  5  

  

설리번 카운티 (Sulliva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Rockland  $142,217  $319,354  349  

Bethel  $116,235  $203,759  524  

Neversink  $88,357  $210,620  322  

Fremont  $68,512  $157,609  257  

Tusten  $40,320  $61,449  253  

  

얼스터 카운티 (Ulster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Hardenburgh  $346,897  $809,694  118  

Wawarsing  $108,990  $218,141  410  

Denning  $104,738  $266,522  385  

Rochester  $37,170  $64,802  192  

Ulster  $32,130  $46,937  203  

Shandaken  $31,393  $56,063  57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Westchester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Somers  $4,882  $6,974  31  

  

  

미드 허드슨 지역의 라운드 3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Fairpoint Communications  1  $2,795,813  $721,136  $3,516,949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1,134,156  $1,006,446  $2,140,602  

MTC Cable  1  $440,970  $575,694  $1,016,664  

총  4  $4,370,939  $2,303,276  $6,674,215  

  

시행 지역별 인구조사 데이터를 비롯한 제 3차 프로그램 보조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주는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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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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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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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a M. Low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당연히 점점 더 많이 

상호 연결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이에 필수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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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합니다. 상호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하는 

록랜드 지역사회가 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Sean Patrick Maloney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든지 작은 

타운에 거주하든지 간에 모든 미국인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경쟁력이 점점 더 많이 디지털 공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투자를 위해 

연방 정부 구성원을 지지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허드슨 밸리 

전 지역에 이 자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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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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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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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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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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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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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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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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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프로그램 과정의 결과로, 버라이존(Verizon)은 주정부 지원금 

8,530만 달러,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금 1,850 만 달러, 민간 조달 기금 약 

4,500만 달러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 대한 신규 광대역 투자로 1억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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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는 가족 소유의 전화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통신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광대역 제공업체와의 민관 협력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구독 취소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587F66FA37EF904C852582430076C91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