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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도 지역에 대한 3,92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라운드 II 보조금을 

부여했다고 발표 

 

라운드 II를 통해서 주도 지역에 았는 32,700개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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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만 달러가 주도 지역의 11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32,737개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를 

제공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98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주도 

지역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을 4,900만 달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운드 I 및 II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전반에 걸쳐 고속 브로드밴드에 총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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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default/files/phase-2-awarded-census-block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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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에는 18개의 주도 지역 도서관들과 4,017개의 사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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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11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주도 지역에 있는 7개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2,550마일의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지역에 배치되면서,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운드 II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브로드밴드로부터 혜택을 받는 타운 – 주도 지역 

 

올버니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Ravena (Village) $53,241 $65,856 1,176 

Coeymans $13,356 $16,520 295 

Westerlo $2,626 $3,248 58 

Rensselearville $1,041 $1,288 23 

컬럼비아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opake $4,241,198 $5,301,237 1,353 

New Lebanon $2,718,608 $3,398,093 868 

Chatham (Town) $2,564,621 $3,205,590 891 

Chatham 
(Village) 

$2,558,734 
$3,198,261 

814 

Livingston $2,338,091 $2,922,424 1,278 

Ghent $1,931,710  $2,414,486  687  

Ancram $1,784,499  $2,230,510  579  

Taghkanic $1,565,107  $1,956,249  731  

Gallatin $1,515,300  $1,893,999  768  

Hillsdale $1,447,444  $1,809,205  490  

Canaan $1,422,701  $1,778,285  465  

그린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Lexington $1,384,192 $1,729,914 401 

Jewett $897,481 $1,121,640 260 



Halcott $225,833 $322,554 80 

Catskill (Village) $95,345 $117,936 2,106 

Cairo $69,901 $86,464 1,544 

렌셀러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Stephentown $4,626,084 $5,782,294 1,543 

Berlin $1,485,762 $1,857,095 515 

East Nassau 
(Village) 

$568,924 
$711,107 

213 

Petersburgh $348,239 $435,278 111 

Nassau $219,414 $274,247 87 

사라토가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Hadley $379,127 $473,800 200 

스키넥터디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Princetown $321,661 $402,040 46 

Duanesburg $300,683 $375,820 43 

Rotterdam $118,875 $148,580 17 

워런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Johnsburg $1,177,190 $1,471,149 621 

Stony Creek $642,620 $803,091 339 

주도 지역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Fairpoint 2개의 프로젝트 $27,157,161 

Frontier Communications 2개의 프로젝트 $2,637,923 

Gtel Teleconnections 2개의 프로젝트 $5,259,217 

Mid-Hudson Data Corp. 1개의 프로젝트 $849,818 

MTC Cable 3개의 프로젝트 $2,507,505 



Pattersonville Telephone 
Company 1개의 프로젝트 $7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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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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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ysbroadband.ny.gov/sites/default/files/phase-2-awarded-census-block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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