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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연방 정부의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월 최대 3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뉴욕주, 모든 뉴욕 시민들의 광대역 접근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시작  

  

주지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에 따라 10억 달러의 신규 광대역 투자를 위한 
주지사의 시정 제안 연결 프로그램의 일부, 이 이니셔티브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2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가정이 인터넷 연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서 주도하는 다기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월 최대 30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 

출범한 프로그램인 연방정부의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가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신뢰할 수 있는 광대역 통신에 대한 

액세스가 뉴욕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과 직업적 기회와 연결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명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인터넷 

연결은 뉴욕 시민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찾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다른 공공 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주지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에 따라 주 전체의 모든 정부 

인식 및 마케팅 캠페인을 주도하여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들의 등록을 늘릴 것입니다.  

  

국정연설의 일환으로 1월 5일 발표된 Hochul 주지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지역사회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뉴욕이 21세기 연결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nounces-new-1-billion-connectall-initiative-bring-affordable-broadband&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415b66a6846472398fc08d9d469a9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43725510533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2F5smuiSK6KtfusHN3D9vPMC3Xr%2BkUghAwTZhDwzTI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cpbenefit.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415b66a6846472398fc08d9d469a9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43725510533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iZyw1%2BHz2kL5B1mtBlTPGFqo6IyhYZDQ5oc07CZrLm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cpbenefit.org%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0415b66a6846472398fc08d9d469a95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743725510533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iZyw1%2BHz2kL5B1mtBlTPGFqo6IyhYZDQ5oc07CZrLmk%3D&reserved=0


이러한 노력은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최대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뉴욕 시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광대역 통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투자를 통한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주지사의 선도적인 

ConnectALL 이니셔티브는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등록하고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대역 통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뉴욕 시민들은 평균 한 달에 6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월 30달러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유자격 가구는 구매 가격에 대해 

10달러 이상 50달러 미만을 기부하면 참여 공급업체로부터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태블릿 구입 시 최대 100달러까지 1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PS 최고경영자인 Rory M. Christi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뉴욕주의 수천 명의 저소득 가구는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부커미셔너이자 최고경영자 임명권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은 광대역 통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시골 주 

고속도로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주의 모든 구석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Charter Communications의 정부 업무처 그룹 부사장인 Camille Josep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harter는 광대역 통신망을 비서비스 지역 및 시골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확장, 적격 가정 및 노인을 위한 스펙트럼 인터넷 지원 저가 광대역 서비스, 비상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 및 K-12 학교를 위한 연결 유지(Stay Connected)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광대역 접속, 채택 및 가격을 해결함으로써 연결을 증가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Spectrum은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Charter의 오랜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ltice USA의 커뮤니티 사무부 부사장인 Jen Ostra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ltice 

USA는 뉴욕에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채택을 확대하고 Optimum Advantage 인터넷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 시민들에게 저렴한 월 

비용으로 Optimum 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의 참여자로서 우리는 

Hochul 주지사 및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와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 내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정부 업무 및 공공 정책부(State Government Affairs and Public Policy)의 Verizon 

부사장인 Tony Lew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Verizon은 디지털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 소비자가 광대역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와 

Hochul 주지사의 ConnectALL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Verizon의 유자격 

고객은 Verizon 모바일, Fios, 5G Home 또는 LTE Home 인터넷 후불 요금제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사의 광대역 서비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T-Mobile의 Emerging Products Group의 부사장인 Dow Drap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ConnectALL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모든 사람이 저렴한 

연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 제한과 같은 요소가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T-Mobile의 오랜 신념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 및 그녀의 사무소와 협력하여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뉴욕에서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AT&T Northern Region 사장인 Patricia Jacob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선과 무선 

모두 저렴한 인터넷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AT&T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을 통해 고객은 이러한 장기적인 

연방 정부 혜택을 활용하여 인터넷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저렴한 

인터넷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자격 뉴욕 

시민들에게 이 중요한 혜택에 가입하도록 격려해 준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Hochul 주지사가 발표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DPS는 2022년에 거의 100개의 

소비자 이벤트를 포함하는 정기 소비자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연방 광대역 할인을 주 

전체 광대역 매핑 이니셔티브에서 직접 홍보할 것입니다.  

  

DPS는 또한 주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 가정의 

95퍼센트 이상에 집합적으로 서비스하는 Charter, Verizon 및 Altice와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인 AT&T, T-Mobile 및 Verizon을 포함한 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광대역 지원 이니셔티브(broadband outreach initiative)에 참여하는 다른 뉴욕주 

기관에는 사회복지 기관이 고객에게 지원 자료를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와 사회 서비스, 육아 

허가자, 보육 제공자, 위탁 보육 및 자원봉사 기관의 지역 부서를 통해 광대역 



보조금을 촉진하는 아동가족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가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주 전역의 지원 채널을 통해 보조금을 

홍보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공통 영역에 게시하고 거주자에게 

배포할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며, 자동차 부서(Department of Motor Vehicles)는 

직접 메일 및 이메일 광고 캠페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자본 광대역 보조금과 지역 위원회를 

활용하여 인지도와 등록률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DPS는 주 전역에 걸친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의 가용성, 신뢰성 및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 최초의 주 전역 광대역 심층 지도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욕의 모든 주거 및 상업 소비자들이 필요 시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5월에 

완료될 예정인 이 연구는 연방 광대역 기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되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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