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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의
제 3 차 라운드 개시

뉴욕주 전 지역 중 현재 광대역 접속이 힘든 나머지 지역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 3 차 라운드
제 3 차 라운드에 대한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s, RFP) 가이드라인 및 적격
인구조사 불록 목록 (List of Eligible Census Blocks)은 여기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 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고속 인터넷
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의 마지막 라운드인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의 제 3 차 라운드에 대한 제안 요청서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제 3 차 라운드는 심지어 업스테이트 가장 농촌 지역사회에까지 고속 광대역 망을
제공하려고 애쓰면서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광대역이 보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 인터넷은 우리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뉴욕주의 모든 주민들이 지구촌 경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Y Broadband Program)의 제 3 차 라운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전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광대역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보조금 수혜자는 “역경매”
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신규 지역당 뉴욕주 투자액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광대역 프로그램 사무국 (Broadband
Program Office, BPO)에서 발부한 각 제안 요청서 (RFP)에는 광대역 프로그램 사무국
(BPO)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혁신적인 경매 절차를 설계하고 뉴욕주 기금을 보존하며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광대역 망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및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제안 요청서 (RFP)가 누적되는 과정을 거쳐서, 뉴욕주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광대역 접속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광대역 프로그램 사무국 (Broadband Program Office)은 제 3 차 라운드 제안 요청서
(RFP)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2017 년 6 월 6 일부터 통합 기금 신청 포털 (Consolidated
Funding Application portal)에서 광대역 기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신청서는 2017 년
8 월 15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은 초속 25 메가비트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후미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초속 100 메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 3 차 라운드는 뉴욕주에 남아있는 광대역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과 자격이 되지
않았던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2 개의 별도의 동시 경매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제 3 차 라운드의 장소 대부분은 “뉴욕 경매 (New York Auction)”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뉴욕 미국연결기금 경매 (New York CAF Auction)”는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의해 뉴욕에 최근 할당된 미국연결기금
(Connect America Funds, CAF)의 17,000 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되는 나머지 지역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제 3 차 라운드 제안 요청서 (RFP)의 중요한 개선점은 이 연방 정부 매칭 펀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지역이 주 및 연방 정부 양쪽 자본으로 광대역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미국연결기금 (CAF)의 보조금은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광대역 제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 요청서 (RFP)는 공공 및 민간 투자로 26,800 만 달러를 모으고 광대역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약 89,500 세대와 기관들을 연결하게
될 50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제 2 차 라운드 보조금 수여를 바로 뒤따라서 개시가 됩니다.
뉴욕주의 업스테이트 광대역 증축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제 2 차 보조금 수여는 뉴욕
주민의 98 퍼센트가 현대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 지역의 광대역 인프라에 수억 달러를
지원하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라운드는 우리의 혁신 경제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면서 뉴욕주가 상호
연결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effrey Nordhaus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광대역
및 혁신 (Broadband and Innovation) 부문 집행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의 제 3 차 라운드는 여전히
서비스가 필요한 채 남아있는 모든 가정과 지역사회에 광대역 망을 깔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광대역 인프라에 대한 기금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라운드에서 많은
헌신적인 협력기관들 및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3 차 라운드를 위한 적격 인구조사 불록 목록 (List of Eligible Census Blocks)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전 라운드에서 보조금이 수여된
인구조사 블록 (Census Blocks)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 단위(Census
Block)는 광대역 구축이 시행될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 카운티별로 종합됩니다.
새로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소개
광대역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에 이루어진 광대역에 대한 뉴욕주 투자를
강화하면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5 년에 입법적 지원과 함께, 5 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뉴 뉴욕 광대역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을 확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도서관 및 교육 기회 센터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면서, 광대역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광대역 설치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 주의
지역들에 대해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광대역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 Mbps 에 미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광대역 설치
자격이 되지 않은”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 Mbps 내지 99 Mbps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 년 말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야심찬 주차원의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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