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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 티어에 3,88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12,80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서던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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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0만 달러가 서던 티어의 17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12,835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1,17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서던 티어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5,05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운드 I 및 II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전반에 걸쳐 고속 브로드밴드에 총 8,4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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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6,800만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할 것이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지역사회에 있는 89,514개의 가정과 기관에 도움을 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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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스테이트 지역의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및 업그레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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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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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에는 545곳의 사업체 및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정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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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서던 티어에 있는 8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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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던 티어 

 

브룸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Windsor (Village) $1,372,669 $1,830,087 483 

Windsor (Town) $622,390 $829,791 219 

Colesville $531,447 $708,543 187 

Sanford  $152,812 $212,862 53 

Fenton $42,629 $56,835 15 

셔멍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Van Etten $407,664 $509,494 224 

셔냉고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German $499,371 $624,084 131 

Pitcher $449,815 $562,152 118 

Afton $299,874 $417,781 104 

Coventry $187,570 $250,074 66 

Guilford $137,994 $172,458 39 

델라웨어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lochester $1,486,800 $2,123,217 1,344 

Tompkins $1,427,962 $2,039,614 491 

Hamden $1,200,197 $1,501,012 290 

Delhi $1,148,762 $1,435,691 277 



Marsonville $1,002,625 $1,429,115 345 

쉴러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Orange $245,742 $307,095 155 

Hector $241,470 $301,760 167 

Reading $201,118 $251,293 155 

Montour $180,894 $226,100 95 

Catharine $96,733 $120,888 66 

스튜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Troupsburg $3,883,558 $5,009,607 488 

투스카로라어 $2,921,874 $3,769,434 366 

Woodhull $2,757,622 $3,550,321 369 

Rathbone $2,080,042 $2,677,761 279 

Greenwood $1,957,641 $2,446,592 503 

Jasper $1,039,146 $1,298,688 267 

Prattsburg $1,022,527 $1,278,060 537 

티오가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andor $1,030,088 $1,287,336 582 

Tioga $755,279 $943,754 538 

Barton $577,112 $721,248 300 

Spencer $532,983 $666,009 381 

Richford $313,584 $391,885 179 

톰킨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Enfield $348,280 $435,107 325 

Caroline $245,569 $306,895 140 

Danby $40,049 $50,058 18 

서던 티어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Armstrong 
Telecommunications 

2개의 

프로젝트  

$16,301,221  

Delhi Telephone 
Company 

1개의 

프로젝트  

$3,392,373  

DTC Cable 1개의 

프로젝트  

$4,432,209  

Empire Telephone 
Corp.  

2개의 

프로젝트  

$2,431,258  

Frontier 
Communications  

4개의 

프로젝트  

$2,046,178  

Haefele TV Inc.  2개의 

프로젝트  

$4,497,012  

MTC Cable 3개의 

프로젝트  

$2,614,266  

Otsego Electric 
Cooperative 

1개의 

프로젝트  

$93,847  

TDS Telecom 1개의 

프로젝트  

$3,0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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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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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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