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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노스 컨트리에 6,500만 달러 이상의 제3차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ROUND I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초고속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게 된 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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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0만 달러가 노스 컨트리에서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1억 46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이 지역의 주택과 기타 장소 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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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의 프로젝트가 노스 컨트리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전체 주민과 기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약 1,450 마일에 달하는 광대역 인프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이 2015년에 출범했을 때, 노스
컨트리 주민 중 80 퍼센트에 해당하는 177,000 채가 넘는 주택에서 광대역 접속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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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타운 명단
클린턴 카운티 (Clint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Peru

$7,415,138

$9,441,355

2,363

Plattsburgh

$7,095,114

$8,882,501

2,341

Schuyler Falls

$5,059,264

$6,336,655

1,668

Beekmantown

$3,848,915

$4,834,634

1,266

Saranac

$3,091,831

$4,465,509

1,252

Clinton

$1,562,913

$3,364,504

454

Ausable

$1,460,595

$2,293,173

396

Plattsburgh (city)

$1,163,677

$1,454,597

384

Ellenburg

$702,787

$1,600,523

246

Dannemora

$310,230

$514,104

508

에섹스 카운티 (Essex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Minerva

$696,575

$879,955

412

Lewis

$640,023

$1,298,038

508

Willsboro

$544,227

$1,031,347

150

Jay

$474,415

$611,305

332

Elizabethtown

$374,857

$768,072

345

프랭클린 카운티 (Frankli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Duane

$715,869

$1,374,947

223

Bombay

$691,191

$1,263,057

1,533

Fort Covington

$590,092

$1,172,372

235

Burke

$550,602

$1,095,013

176

Waverly

$521,452

$1,012,466

319

해밀턴 카운티 (Hamilt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Wells

$1,194,855

$1,501,459

574

Speculator (Village)

$254,047

$326,008

242

Long Lake

$139,703

$220,312

824

Lake Pleasant

$118,559

$156,483

145

Hope

$45,990

$67,569

280

제퍼슨 카운티 (Jefferson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Orleans

$2,125,298

$3,631,311

395

Clayton

$1,414,216

$2,499,416

705

Antwerp

$1,127,601

$2,362,600

359

Alexandria

$993,454

$1,714,268

298

Theresa

$688,197

$1,051,427

196

루이스 카운티 (Lewis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Osceola

$359,410

$940,840

329

Diana

$70,088

$172,140

227

Croghan

$59,693

$140,879

223

Greig

$55,283

$81,597

347

Lewis

$40,343

$104,914

127

Pinckney

$39,375

$98,093

125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St. Lawrence County)
타운

주정부 보조금

총 투자

해결된 장소

Rossie

$2,117,829

$3,365,821

330

Fowler

$1,967,811

$3,224,994

462

Gouverneur

$1,794,825

$3,220,020

273

Parishville

$1,719,785

$3,431,479

499

De Kalb

$1,655,598

$2,905,820

383

Morristown

$1,147,058

$1,935,032

225

De Peyster

$848,035

$1,682,075

133

Hopkinton

$798,979

$1,064,277

456

Colton

$644,452

$1,494,379

464

Brasher

$620,314

$1,126,791

204

노스 컨트리의 라운드 3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정부
보조금

민간 및 연방 정부
공약

총 투자

Frontier Communications

1

$2,651,214

$662,804

$3,314,017

Hughes Network
Systems, LLC

2

$3,178,508

$2,576,858

$5,755,366

Mohawk Networks, LLC

1

$5,107,790

$5,632,270

$10,740,060

Slic Network Solutions

2

$8,506,625

$8,524,060

$17,030,686

TDS Telecom

1

$918,387

$306,129

$1,224,516

Verizon Communications

3

$45,577,493

$21,000,793

$66,578,286

Total

10

$65,940,017

$38,702,914

$104,6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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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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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se Stefanik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망은 21 세기 경제
환경 속에서 성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역구 전 지역의 가정에 이
필요한 자원의 보급을 보장하는 이번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광대역 인터넷망의 보급

증가로 우리 지역의 상거래가 늘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도 지역의 가정에 필요한 자원의 보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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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컨트리 전 지역에서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 광대역 접속망을 보급하기 위해 주정부 지원금 4,560 만 달러와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AF) 지원금 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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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