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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스 컨트리에 3,15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12,30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노스 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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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0만 달러가 노스 컨트리의 14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12,349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84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노스 컨트리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4,000만 달러에 이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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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8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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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곳의 노스 컨트리 도서관과 645곳의 사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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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14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노스 컨트리에 있는 6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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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 컨트리 

 

클린턴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Altona $968,318 $1,210,264 226 

Mooers $750,820 $938,400 184 

Black Brook $709,484 $886,443 443 

Ausable $341,129 $426,213 213 

Chazy $324,675 $405,811 67 

에섹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Jay $1,880,212 $2,349,174 1,174 

Westport $1,280,268 $1,600,155 233 

Wilmington $1,106,667 $1,382,691 691 

Keene $771,994 $964,620 466 

Essex $468,953 $586,019 235 

해밀턴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Morehouse $1,247,175 $1,558,784 256 

Indian Lake $1,101,862 $1,376,688 871 

Arietta $1,050,613 $1,312,656 656 

Lake Pleasant $323,512 $404,202 202 

Long Lake $302,692 $378,189 226 

제퍼슨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ape Vincent $1,316,742 $1,755,578 199 

Lyme $780,782 $1,040,996 118 

Brownville $628,596 $838,090 95 

Alexandria $414,206 $517,722 86 

Clayton $291,139 $388,168 44 

루이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roghan $657,991 $822,465 373 

Watson $650,935 $813,645 369 

West Turin $550,384 $687,960 312 

Lyonsdale $525,687 $657,090 298 

Montague $455,125 $568,890 258 

세인트 로렌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Russell $1,622,510 $2,163,252 273 

Stockholm $1,000,916 $1,251,536 143 

Hermon $956,865 $1,275,764 161 

Lawrence $881,926 $1,102,752 126 

Macomb $851,297 $1,064,111 233 

노스 컨트리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Cable Communications of 
Willsboro 

1개의 

프로젝트 $226,184 

Castle Cable TV Television, 
Inc. 

1개의 

프로젝트 $632,559 

Champlain Telephone 
Company 

1개의 

프로젝트 $1,362,901 

Chazy and Westport 
Telephone 

2개의 

프로젝트 $2,821,185 

Citizens of Hammond 

1개의 

프로젝트 $1,395,688 



Frontier Communications 

2개의 

프로젝트 $7,304,640 

Mohawk Networks LLC 

1개의 

프로젝트 $5,996,010 

Newport Telephone Company  

1개의 

프로젝트 $1,247,175 

Slic Network Solutions  

2개의 

프로젝트 $3,746,744 

TDS Telecom 

2개의 

프로젝트 $6,7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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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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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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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