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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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모호크 밸리에 2,200만 달러 이상의 제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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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게 된 13,302 곳의 가정과 기업  

  

모든 뉴욕 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려는 주지사의 목표 달성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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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에 대한 보조금 2,270만 달러가 모호크 밸리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5,72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13,302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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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의 프로젝트가 모호크 밸리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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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약 1,000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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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 주민 중 99.6 퍼센트에 해당하는 2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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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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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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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에는 이전에 발표된 제3차 프로그램 기금에 더하여 이 프로그램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추가 보조금 1,5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차 인터넷 광대역망 보급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모호크 밸리 타운 명단  

  

  

풀턴 카운티 (Fult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Stratford  $2,133,972  $5,975,571  563  

Oppenheim  $221,638  $728,721  313  

Ephratah  $67,410  $98,121  425  

Johnstown  $13,230  $18,900  84  

Perth  $2,835  $5,016  16  

  

허키머 카운티 (Herkimer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Warren  $1,286,923  $3,579,939  408  

Stark  $863,102  $2,555,258  265  

Danube  $839,611  $2,422,235  259  

Columbia  $622,632  $1,343,881  250  

Salisbury  $536,551  $1,568,396  222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harleston  $1,197,523  $3,352,878  365  

Palatine  $48,353  $70,056  300  

Root  $39,398  $93,131  121  



 

 

Florida  $26,618  $53,983  111  

Canajoharie  $20,948  $31,375  131  

  

오네이다 카운티 (Oneid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Florence  $1,632,404  $4,546,724  465  

Annsville  $1,041,597  $3,117,899  302  

Verona  $560,532  $1,476,479  163  

Lee  $167,744  $448,394  168  

Camden  $131,647  $433,231  99  

  

옷세고 카운티 (Otsego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Westford  $1,249,054  $2,691,565  552  

New Lisbon  $779,101  $1,829,915  202  

Worcester  $733,952  $1,386,312  255  

Hartwick  $507,997  $1,099,719  220  

Springfield  $499,551  $1,386,153  303  

  

쇼하리 카운티 (Schoharie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onesville  $1,191,882  $2,662,576  487  

Gilboa  $498,927  $1,234,839  184  

Carlisle  $421,296  $1,176,705  134  

Blenheim  $71,764  $184,787  97  

Jefferson  $30,711  $66,205  57  

Broome  $30,555  $77,373  97  

  



 

 

  

모호크 밸리의 라운드 3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DTC Cable, Inc.  2  $1,192,097  $1,061,860  $2,253,957  

Hudson Valley Wireless  2  $3,246  $15,208  $18,454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1,734,861  $1,462,971  $3,197,832  

MTC Cable  1  $1,722,725  $2,254,057  $3,976,782  

Otsego Electric 

Cooperative  
2  $5,739,316  $6,355,906  $12,095,221  

Verizon Communications  2  $12,325,454  $23,310,683  $35,636,137  

Total  11  $22,717,699  $34,460,685  $57,178,383  

  

시행 지역별 인구조사 데이터를 비롯한 제3차 프로그램 보조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주는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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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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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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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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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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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프로그램 보조금 및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주정부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결과로, 광대역 접속망이 뉴욕 

주민 97 퍼센트에 해당하는 220만 곳의 장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제2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뉴욕 주민 98 퍼센트에 해당하는 8만 곳 이상의 장소로 광대역 접속망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재정 지원하는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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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제2차,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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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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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춘 제3차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는 모호크 밸리 전 지역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 광대역 접속망을 보급하기 위해 주정부 지원금 1,230 만 달러와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금 56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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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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