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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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에 3,200만 달러 이상의 제 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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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게 된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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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0만 달러가 웨스턴 뉴욕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5,73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20,211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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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의 프로젝트가 웨스턴 뉴욕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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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약 1,600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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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민 중 71 퍼센트에 해당하는 4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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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뉴욕 타운 명단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larksville  $1,787,984  $2,812,128  707  

Belfast  $1,349,732  $2,070,480  549  

New Hudson  $1,137,545  $2,135,870  496  

Alma  $881,787  $1,832,485  524  

Caneadea  $862,449  $1,366,643  349  

Rushford  $840,337  $1,545,698  396  

Friendship  $771,046  $1,235,490  359  

Allen  $674,368  $1,259,162  301  

Centerville  $612,816  $831,515  233  

Wirt  $583,594  $1,167,876  431  

West Almond  $512,315  $1,183,390  246  

Ward  $478,491  $1,038,197  228  

Birdsall  $458,653  $1,182,745  275  

  

Cattaraugus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Lyndon  $1,756,283  $3,079,141  645  

Farmersville  $1,641,461  $2,790,428  687  

Franklinville  $1,544,336  $2,730,615  630  



 

 

Leon  $1,211,588  $2,349,748  522  

East Otto  $876,198  $1,649,320  424  

Otto  $837,040  $1,634,706  344  

Humphrey  $635,851  $1,354,554  404  

Freedom  $627,801  $828,954  226  

Portville  $555,289  $728,945  224  

Dayton  $535,066  $1,007,715  382  

  

Chautauqu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harlotte  $998,191  $1,250,892  297  

Harmony  $420,344  $526,105  140  

Busti  $343,861  $430,951  134  

Ellery  $313,431  $394,518  136  

Cherry Creek  $219,212  $317,718  242  

  

Erie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Collins  $266,531  $434,522  487  

Buffalo (City)  $107,100  $161,795  664  

Brant  $52,448  $101,628  200  

Concord  $47,716  $130,075  43  

Depew (Village)  $16,065  $22,950  102  

Clarence  $12,915  $23,463  80  

  

Niagara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Wilson  $50,243  $74,725  310  

Niagara Falls (City)  $46,463  $66,375  295  



 

 

Lockport  $22,995  $34,337  136  

Somerset  $22,208  $47,012  97  

Hartland  $11,970  $18,969  69  

Royalton  $9,608  $19,413  48  

  

  

웨스턴 뉴욕의 제 3차 프로그램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Armstrong 

Telecommunications, Inc.  
2  $27,275,080  $21,126,599  $48,401,679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2,637,024  $2,939,199  $5,576,223  

Windstream New York  1  $2,696,893  $674,225  $3,371,118  

총  5  $32,608,997  $24,740,023  $57,3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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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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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Higgins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사회와 경제 

속에서, 광대역 인터넷망은 정보, 교육, 성장에 이르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사업 기회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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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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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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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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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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