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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가 뉴욕 주 서부 지역의 434,000 호 이상의 가정과 기업이 고속 인터넷 데이터 

통신망 보급과 인터넷 속도 개선 사업의 대상이라고 발표합니다 

 

2018년까지 뉴욕 주 전지역 데이터 통신망 보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백 2십만 달러의 보조금을 뉴욕주 서부지역에 지원합니다 

 

2016-2018 뉴욕 주 전지역 데이터 통신망 지도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서부지역 434,000호 이상의 가정이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1차 라운드 지원금으로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미보급 지역이었던 뉴욕 주 북부 

전 지역의 30,000 호 이상의 가정과 기업에게 사상 처음으로 고속 인터넷을 보급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주 서부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지금까지 4백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Time Warner Cable 과의 합병 말미에, Charter는 현재 뉴욕 주 북부지역의 데이터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145,000여 가정에 4년 롤아웃 계획으로 서비스 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harter는 2017년 초까지 200만 호 이상의 뉴욕 주 북부지역 가정과 

기업에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의 고속 인터넷을 보급할 것입니다. 일단 완료가 되면, 이 

조치들은 뉴욕 주민의 97퍼센트가 접속할 수 있는,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경제의 성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통신망을 보장할 것입니다. 

 

“고속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현대 경제의 상승하는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은 포괄적으로 

우리의 비전과 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는 상호 연결된 

지역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사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을 보장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내딛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미 달성한 진전 위에 구축하면서,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의 라운드 

II 를 위한 제안에 대한 요청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 주에서 가장 외진 

지역에까지 데이터 통신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Audrey Zibelman 공공 서비스의 회장이자 커미셔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블 합병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가 제공한 새로운 권한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BroadbandMaps.pdf


가지고, Time Warner의 인수를 승인할 때, 위원회는 Charter로부터, 더 빠른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고, 추가로 145,000 가정에 인터넷 기반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Charter가 요구했던 것보다 2년 가량 

일찍 100 Mbps로 속도를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그 계획이 Charter의 증축 

약속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모두에게 

데이터 통신망을 제공하려는 Cuomo 주지사 계획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Charter의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인 Catherine Bohigi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과 그의 행정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Charter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더 많은 가정에 데이터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 주에 

투자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더 빠른 데이터 통신망을 도입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계획들의 도입을 시작하였고, 뉴욕 주의 우리 고객들에게 더 

훌륭한 가치로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서부지역 1 차 라운드 지원금 선정업체: 

 Armstrong Telephone Company - $1,379,927 

 Armstrong Telecommunications, Inc. - $2,824,190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 설계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은 뉴욕 주의 가장 외진 지역사회가 그들이 필요로 하고 

가질 자격이 있는 고속 인터넷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최소한 100 Mbps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접속을, 

그리고 뉴욕 주에서 가장 외진 지역에는 25 Mbps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의 접속을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달성케 하는 첨단 기술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향상되면, 광대역 통신망 보급 이전에는 2.3시간이 소요되던 HD급 영화 다운로드 

시간이 11분으로 단축되며, 신용카드 거래 처리 시간은 5배 빨라집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역경매” 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신규 가구당 뉴욕 주 투자액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Charter의 담당 지역은 1차 라운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배제는 뉴욕 주 기금이 

보존되는 동안, 뉴욕 주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 사무국이 신중히 대상 범위를 운영하고, 

뉴욕 주 전체에 혁신적인 경매 과정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 프로그램의 2차 라운드에서는 그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가정과 기업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라운드 제안 요청 지침서와 

신청 질의서는 현재 뉴욕 주 BPO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2017년 초에 시작해서, 

주소가 없이 남아 있는 모든 서비스 영역을 종료하는 일정입니다. 각 RFP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위해 BPO가 더 전력을 기울이도록 개선책과 증진 방안을 담을 

것입니다. 이 세가지 RFP가 누적되는 과정을 거쳐서, 뉴욕 주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http://nysbroadband.ny.gov/new-ny-broadband-program/phase-2


Tim Kennedy 뉴욕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지구촌 

경제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고속 인터넷은 출퇴근 시 우리가 

의지하는 도로와 다리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주 전역에 걸쳐서 너무 

많은 지역사회가 너무 오래 고속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어둠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투자를 통해, Cuomo 주지사는 우리의 학교, 기업, 모든 뉴욕 주민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지역사회도 뒤쳐지지 않게 보장하는 주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주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투자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hn Ceretto 뉴욕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모든 주민에게 데이터 

통신망을 보급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조치는 뉴욕 주를 현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견줄 

데 없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뉴욕 주 서부지역의 지역사회들은 데이터 

통신망의 접속 부족으로 종종 현대 경제와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뉴욕 

데이터 통신망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그런 지역들도 아주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 보급 대상이 

될 것이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에 경쟁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Crystal Peoples-Stokes 뉴욕 주 하원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영역의 최근 동향은 

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학교, 기업, 기관들에 

데이터 통신망이 보급될 경우, 우리는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해서 지구촌 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Erie 카운티에 대단히 필요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가야할 뉴욕 주와 지방 정부의 

합작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진전을 이루어낸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Byron W. Brown Buffalo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Buffalo 주민들이 저렴한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지 보장하는 것은, 저희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고, 모든 

주민들이 우리의 경제적 번영의 성장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의 도시인 Buffalo시를 

계속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Buffalo 시와 뉴욕 주 서부지역, 뉴욕 주 전체의 

도시들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며, 시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도록, 공동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Cuomo 주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데이터 통신망’ 계획은 Buffalo 

주민과 뉴욕 주 전체 주민을 위한 인터넷 속도를 두배로 향상시킬 것입니다...그리고 인터넷 

접속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에게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보급 한다고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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