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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스컨트리, 주도 지역 및 모호크밸리 재난대응망의 광대역 업그레이드 

사업에 280만 달러 예산 지원 완료 발표 

 

13개 카운티 컨소시엄이 비상대응시스템 개선 및 공공재난망 강화를 위한 광대역 

업그레이드 사업 수주 

 

Cuomo 주지사의 국가 선두 광대역 인프라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컨트리와 주도 지역 및 모호크밸리 전역의 응급 

콜센터용 광대역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28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현대화 작업은 1기가비트 서비스(차후 서비스 속도 향상 가능)를 

제공하며 911 카운티 공공응급센터 13곳을 포함한 27개 공공안전센터에 연결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 데이터의 신속한 

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안전의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 

업무이며,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는 매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광대역 업그레이드 사업은 

최초 응답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연결, 교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 2차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수여금과 

노스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 DANC) 의 $550,000 

이상의 매칭펀드를 지원받아, 각 센터는 최첨단 광통신 기술을 통해 안전한 

폐쇄회로망을 갖추고 통신 회선을 강화했습니다. 이 통신망은 13개 카운티 컨소시엄에 

새로운 센터와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노스컨트리의 

6개 카운티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주도 지역의 워런, 새러토가, 워싱턴, 

스케넥터디, 올버니, 렌셀러와 모호크밸리의 풀턴이 포함되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대표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의 필요성은 실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적인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교신 

활동에까지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에, 뉴욕주는 현대적 통신 인프라의 

모든 효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모든 지역사회는 곧 이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avid Wolf 노스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통신사업부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안전은 우리 지역사회에 극히 중요한 요소인 바, 뉴욕주 

재난서비스망의 역량과 신뢰성을 높이는 통신망을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교부금을 지원해 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리며, 공공재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향후 계속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워런 카운티 재난대응국(Warren County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디렉터 Brian 

A. LaFlu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비상상황에서의 통신이 

만만치 않은 업무였습니다. 뉴욕주 행정부와 DANC(노스컨트리 개발청) 동료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통신망 보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광통신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PSAP 사이에 보안 예비용 9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재난망:  

 Albany 카운티  

 Clinton 카운티  

 Essex 카운티  

 Franklin 카운티  

 Fulton 카운티  

 Hamilton 카운티  

 Lewis 카운티  

 Rensselaer 카운티  

 Saratoga 카운티  

 Schenectady 카운티  

 St. Lawrence 카운티  

 Warren 카운티  

 Washington 카운티  



2016년 1월, Cuomo 주지사는 유례 없는 5억 달러 규모의 New NY Broadband 

프로그램(전국에서 가장 야심찬 고속 인터넷 사업 계획)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8월, 

주지사는 주 전역의 고속 인터넷망 미설치 지역 및 망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5천만 

달러가 넘는 1차 지원금을 공개했으며, 또한 Time Warner Cable과 Charter 

Communications의 합병에 따라 뉴욕 주민의 97%가 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대역사업국(Broadband Program Office)은 현재 제 2차 

지원금 신청인들을 모집 중이며,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에게 광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지사의 목표에 맞춰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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