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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LIPA 감독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ong Island의 전력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및 전기 
요금을 확보할 LIPA 감독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 법률은 Long Island Power 
Authority(LIPA)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 모범 관행을 준수하고 정기 감사를 
받으며 투명성을 증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새 법률은 전기 요금 납부자들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LIPA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하였습니다. “LIPA의 
고객들은 고충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은 Long Island 
주민들이 더 잘 섬김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LaValle 상원의원과 
Sweeney 하원의원이 이 입법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률은 LIPA가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LIPA 이사회는 감사 소견 및 권고 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됨으로써 LIPA의 결정이 뉴욕주의 다른 유틸리티 회사에 현재 존재하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LIPA 고객들이 충분한 소비자 옹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새 법률은 고객이 
제기한 진정을 조사할 특정 권한을 주무부의 소비자보호과에 부여합니다. DOS(주무부)는 
그러한 진정을 중재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해당 주 및 지역 기관에 이관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부는 감사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 법률은 즉시 발효됩니다. 
 
Ken LaValle 상원의원은 “LIPA에 대한 투명성 및 감독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Long Island 
주민들에게 그들의 고충이 뉴욕주 주무부의 소비자보호과에 의한 검토를 받을 수단을 
제공할 이 기념비적 법률은 LIPA 요금 납부자들의 승리입니다. Cuomo 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ob Sweeney 하원의원은 “이 새 법률에 의거 처음으로 LIPA에 대한 의미있는 감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 DPS(공공서비스과) 또는 독립 감사는 전기 
요금이 건전한 회계 운용 관행에 일치하는 최저 수준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LIPA가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LIPA 요금 납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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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진정이 뉴욕주 주무부의 소비자보호과에 의한 검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보호과는 LIPA 소비자들이 제기한 모든 종류의 진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LIPA에게 자체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이며 본인은 Cuomo 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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