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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드 허드슨 지역에 13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36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미드 허드슨 지역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브로드밴드 이용을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진전시킴  

 

라운드 II 보조금 및 시행 지역 단위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에서 130만 달러가 미드 허드슨 지역의 5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369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429,980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미드 허드슨 지역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17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운드 I 및 II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전반에 걸쳐 고속 브로드밴드에 

총 210만 달러가 넘는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래, 

Cuomo 주지사는 230만 개가 넘는 가정,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 주 전역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확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브로드밴드는 거의 100년 전 전기의 

존재와 같으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보조금은 현대 경제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속 인터넷을 가정과 사업체에 제공할 것이며, 뉴욕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운드 II는 26,800만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할 것이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지역사회에 있는 89,514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도움을 

주게 될 총 5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정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스테이트 지역의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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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와 함께, 라운드 II 보조금은 98%의 뉴욕 주민들이 현대적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에는 7곳의 사업체 및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정부 건물, 

보건 시설, 고등교육 기관, K-12 학교, 공공 안전 장소)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5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미드 허드슨 지역에 있는 3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18 마일의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지역에 배치되면서,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과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운드 II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브로드밴드로부터 혜택을 받는 타운 – 미드 허드슨 지역 

 

더치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Pine Plains $202,781 $253,463 68 

Northeast $32,958 $41,194 13 

설리번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Highland $406,400 $507,951 81 

Rockland $63,851 $91,203 21 

Trusten $30,104 $37,626 6 

얼스터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Hardenburgh $373,983 $534,189 123 

Shandaken $173,309 $247,551 57 

미드 허드슨 지역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FairPoint 2개의 

프로젝트 

$235,739  

Frontier 
Communications 

1개의 

프로젝트 

$436,504  

Gtel 
Teleconnections 

1개의 

프로젝트 

At no state cost  



MTC Cable 1개의 

프로젝트 

$611,143 

현재,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개시될 라운드 III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는 뉴욕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덜 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라운드 III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뉴욕주에 최근 

배정한 Connect America Funds의 1억 7,000만 달러에 의해서 보완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은 완전히 연결된 상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위한 주지사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여된 라운드 II 

보조금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 학교 및 

지역 사회 모두에 대해서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억 달러의 주 정부 및 민간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브로드밴드 및 혁신 담당 부사장 Jeffrey Nordha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의 라운드 II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수상자들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여된 보조금은 

우리가 고품질의 브로드밴드를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여기에서 Cuomo 주지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Census Block (CB) 라운드 II 이용 가능성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 단위(Census Block)는 브로드밴드 구축이 시행될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 

카운티별로 종합됩니다.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소개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에 이루어진 브로드밴드에 대한 주 정부 

투자를 강화하면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5년에 입법적 지원과 함께, 5억 

달러 규모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확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도서관 및 교육 기회 센터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면서, 헤택을 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부족한 우리 주의 지역들에 대해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윈하기 위해 뉴욕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Mbps에 미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혜택이 부족한”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Mbps 

내지 99Mbps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가장 

대규모이고, 가장 야심찬 주 정부 차원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이며, 2018년 말까지 

뉴욕에서 주 전역의 브로드밴드 이용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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