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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모호크 밸리에 3,13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7,30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모호크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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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0만 달러가 모호크 밸리의 11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7,314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81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모호크 밸리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3,940만 달러에 이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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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7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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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곳의 사업체 및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정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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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모호크 밸리에 있는 6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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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크 밸리 

 

풀턴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Ephratah $778,427 $972,840 220 

Bleecker $682,893 $853,446 193 

Oppenheim $584,222 $730,122 182 

Johnstown $24,768 $30,954 7 

허키머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Ohio $3,468,705 $4,335,368 712 

Norway $1,958,454 $2,447,778 402 

Russia $1,797,686 $2,246,841 369 

Webb $590,877 $738,450 169 

Fairfield $365,383 $456,675 75 

몽고메리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harleston $1,026,109 $1,282,380 290 

Glen $803,195 $1,003,794 227 

Minden $707,661 $884,400 200 

Florida $447,529 $559,360 64 

St Johnsville $63,690 $79,596 18 

오네이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Steuben $1,947,919 $2,434,684 425 



Western $1,189,703 $1,487,065 217 

Floyd $469,412 $586,740 84 

Remsen $275,988 $344,916 78 

Boonville $197,574 $246,960 112 

옷세고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Pittsfield $756,185 $975,228 156 

Butternuts $665,201 $831,336 188 

Edmeston $496,018 $627,530 126 

Richfield $488,874 $631,476 81 

Plainfield $409,343 $527,088 78 

쇼하리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Broome $1,200,595 $1,500,540 281 

Middleburgh $1,183,505 $1,479,180 277 

Summit $1,153,597 $1,441,800 270 

Fulton $922,877 $1,153,440 216 

Gilboa $701,638 $932,773 197 

모호크 밸리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Frontier 
Communications 

2개의 

프로젝트 

$7,801,418  

Middleburgh 
Telephone 
Company (MIDTEL) 

1개의 

프로젝트 

$6,831,856  

Mohawk Networks, 
LLC 

1개의 

프로젝트 

$395,147  

MTC Cable 2개의 

프로젝트 

$796,861  

Newport Telephone 
Company, Inc. 

1개의 

프로젝트 

$8,101,765  

Oneida County 
Rural Telephone 

1개의 

프로젝트 

$3,285,885  



Otsego Electric 
Cooperative 

2개의 

프로젝트 

$3,621,561  

Pattersonville 
Telephone 
Company 

1개의 

프로젝트 

$4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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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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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y-broadband-program/phase-2-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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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