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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경제적으로 소외된 교육구 학생 50,000명에세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뉴욕 기금 운영 시작 발표  

  

뉴욕주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슈미트 퓨처스 및 포드 재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210개 교육구 학생 중 가정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무료 인터넷 서비스 신청 대상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 재구상 위원회(Reimagine New York Commission)는 

오늘 커넥티드 뉴욕(ConnectED NY)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교육구 학생 약 50,000명에게 2022년 6월까지 무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 지원금입니다. 자금 조달은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담당하며,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프로미스(Digital Promise)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21세기에 필수적인 

유틸리티이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해진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공중 보건 위기 기간 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권을 누리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적절하게 성장하여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만 더욱 나은 방식의 재건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교육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년 저는 재구상 

위원회에 이번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해야 했던 문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기로 삼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슈미트 퓨처스, 포드 

재단, 그리고 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미트 퓨처스의 공동 창립자 겸 뉴욕 재구상 위원회의 위원장인 Eric Schmid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을 재구상하고 진정한 기회를 창출하려면 모든 학생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넥티드 뉴욕 기금은 가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핫스팟과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을 재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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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재단의 대표 겸 뉴욕 재구상 위원회 연결성 워킹 그룹(Connectivity Working 

Group)의 공동 위원장인 Darren Walk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권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믿습니다. 포드 재단은 더 나은 뉴욕을 재건할 수 

있도록 커넥티드 뉴욕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뉴욕 기금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제적으로 소외된 교육구에 

거주하는 약 50,00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모바일 핫스팟과 월간 데이터 요금제 이용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바일 

핫스팟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고정 인터넷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수혜 대상으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의 비율이 주 평균을 초과하는 

교육구로 정해졌으며, 따라서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교육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구는 필요에 따라 디지털 프로미스, 에이티 앤 티(AT&T), 기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원격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광대역 환경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핫스팟 및 

데이터 요금제는 에이티 앤 티로부터 커넥티드 뉴욕이 직접 구매하므로 학생과 그 

가족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정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은 

학생 및 그 가족에게 비용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및 고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합니다.  

  

뉴욕 재구상 위원회는 2020년 5월 Cuomo 주지사가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뉴욕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커넥티드 뉴욕 기금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뉴욕은 모든 뉴욕 주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노력에는 전국 최초의 매월 15 달러의 브로드밴드 요금제 법안 등이 

포함됩니다.  

  

커넥티드 뉴욕은 록펠러 자선 자문(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의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보 웨비나는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열립니다. 교육구는 

https://connectedny.digitalpromise.org/에서 신청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connectedny@digitalpromise.org에서 디지털 프로미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forward.ny.gov/reimagine-new-york-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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