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Apple Connect  
소개.
뉴욕시와 Optimum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고속 인터넷과 TV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Big Apple Connect by Optimum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optimize.com/terms를 방문하세요. Big Apple Connect by Optimum은 Optimum이 서비스하고 있는 참여 뉴욕시주택국 (NYCHA) 개발 지역의 거주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양도하거나 다른 혜택과 결합할 수 없으며, 게시된 서비스 수준으로 한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약관,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광섬유 인터넷: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300Mbps 다운로드/최대 300Mbps 업로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300Mbps 인터넷이 제공되는 경우, 최대 300Mbps 다운로드/최대 20Mbps 업로드. 공지된 유선 연결 속도. 실제 속도는 다를 수 있으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ptimum.com/speedfactors를 참조하세요. 기본 TV: 모든 TV에 HDMI 입력 단자가 필요합니다. Altice One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콘텐츠가 4K Ultra HD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되는 TV 채널, HD 채널 및 기능은 패키지 유형 및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주문형 메뉴는 추가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서비스 및 채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기, 세금, 수수료: 무료 표준 설치. 무료 게이트웨이 1대 포함. 가구당 1대로 제한. Optimum 기술자의 권장 
또는 주택 크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료 WiFi 증폭기 1개 제공. 가입자의 가정 전체를 무선으로 연결하려면 WiFi 증폭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장비 구성이 적용됩니다. 셋톱박스 1대는 무료로 포함되며, 
추가 장비에는 월정액 요금이 부과됩니다. 고사양 인터넷, TV 패키지 및 집 전화와 같은 서비스는 별도 요금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미납 요금이 없는 양호한 납부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등록상표 및 서비스 마크는 해당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 2022 CSC Holdings, LLC(Altice USA, Inc의 자회사)

전화번호:
866.580.1410

온라인:
optimum.com/bigappleconnect  

지역 Optimum 매장을 직접 방문 
optimum.com/stores를 방문하여 
찾아보기

뉴욕시 기술 및 혁신 사무국(OTI)과 Optimum은 뉴욕시의 Big Apple Connect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참여 NYCHA 소유 주택의 거주자에게 고속 인터넷 및 TV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Big Apple Connect에서 해당 가정에 300Mbps 인터넷, 기본 TV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필요한 장비도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Optimum의 기존 고객이든 신규 고객이든, 또는 집안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설치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특정 소득 범위 요건도 없습니다.
1.  Optimum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등록하세요.
 전화번호: 866.580.1410
 통화 가능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2.  참여 NYCHA 소유 주택의 귀하 주소를 알려주세요.
3.  설치 날짜를 예약하세요.

이미 다른 제공업체의 인터넷 및/또는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Big Apple Connect 서비스가 가정에 설치된 후 다른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은 가입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에 연방 ACP 프로그램 혜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을 휴대폰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