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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ON EDISON의의의의 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유틸리티 요금요금요금요금 인상인상인상인상 건의를건의를건의를건의를 거부하기거부하기거부하기거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공공서비스위원회를공공서비스위원회를공공서비스위원회를 

소집하다소집하다소집하다소집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게 CON EDISON의 2014년 유틸리티 

요금 인상 건의를 거부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 발생 기념일이 다가오고 수만 명의 통근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던 최근 

Metro-North의 New Haven 라인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지금은 Con Edison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요구할 때가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뉴욕의 유틸리티 업체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감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PSC 위원님들께: 

 

주지사 취임 후, 제 행정부는 유틸리티 사용 요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대단히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강력 태풍 Sandy와 보다 최근에 Metro-North의 

운행 서비스 중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의 중요성과 특히 잠재적인 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유틸리티 업체들의 준비 대응력에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공공서비스부 직원 및 기타 기관들은 전력 공급 비용의 8% 인상, 가스 공급 비용의 2.5% 인상, 

스팀 공급 이용의 2.3% 인상을 요구한 Con Edison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직원 및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금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회가 

유틸리티 업체의 요금 인상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확정된 예산에는 주요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회사들이 규제기관 및 고객들에게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감독 및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항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용자들에 대한 성능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일은 강화된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위원회와 부서를 효과적인 규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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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정보국에 의하면, Con Edison 고객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추가 요금 인상 요구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유틸리티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와 직원들 역시 이러한 투자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투자 제의를 세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낮은 이자율과 경제 및 수입 증가 예상을 

고려해볼 때, 유틸리티 업체의 요금 인상 요구 없이도 이러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이자율을 유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합니다.  

 

Con Edison의 요금 인상 요청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고 뉴욕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요금을 제공할 기회를 찾기 위해 애써주신 공공서비스부서(DPS) 직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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