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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센트럴 뉴욕에 1,83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5,90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센트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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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만 달러가 센트럴 뉴욕의 8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5,934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46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센트럴 뉴욕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2,290만 달러에 이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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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5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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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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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곳의 센트럴 뉴욕 도서관과 385곳의 사업체 및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정부 건물, 보건 시설, 고등교육 기관, K-12 학교, 공공 안전 

장소)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8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센트럴 뉴욕에 있는 4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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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트럴 뉴욕 

 

카유가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Locke $2,189,211 $2,735,964 756 

Moravia (Village) $2,067,588 $2,583,966 714 

Genoa $1,818,551 $2,272,732 628 

Moravia (Town) $1,786,697 $2,232,923 617 

Victory $1,701,715 $2,126,706 494 

코틀랜드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Taylor $602,295 $752,712 158 

Willet $434,567 $543,096 114 

Virgil $401,890 $502,169 295 

Lapeer $400,259 $500,220 105 

Harford $343,609 $429,457 182 

매디슨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Georgetown $426,943 $533,568 112 

Brookfield $400,995 $509,872 98 

Lebanon $293,524 $366,828 77 

오스위고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Boylston $907,255 $1,133,832 238 

Redfield $514,619 $643,140 135 



센트럴 뉴욕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Frontier Communications 

3개의 

프로젝트 $5,604,006  

Haefele TV Inc. 

2개의 

프로젝트 $525,320  

New Visions Communications 

1개의 

프로젝트 $11,310,921  

Otsego Electric Cooperative 

1개의 

프로젝트 $220,541  

TDS Telecom 

1개의 

프로젝트 $6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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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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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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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