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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2년 11월 1일  

CUOMO 주지사, 공익사업체의 역할에 책임을 지우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공익사업체의 CEO들에게 금번 허리케인 
위기에 뉴욕 주민에게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체와 경영진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통지문을 보낸 공익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1월 1일 
 
Mr. Kevin Burke, CEO 
Consolidated Edison Co. of New York, Inc. 
4 Irving Place 
New York, NY 10003-3598 
 
Mr. William Longhi, 사장 & CEO 
Orange and Rockland Utilities, Inc. 
One Blue Hill Plaza 
Pearl River, NY 10965 

Mr. James Laurito, 사장 & CEO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284 South Avenue 
Poughkeepsie, NY 12601 
 
Mr. Mark S. Lynch, 사장 
Rochester Gas & Electric Corp. &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 
89 East Avenue 
Rochester, 뉴욕 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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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en Daly, COO 
National Grid – NY 
One Metro Tech Center 
Brooklyn, NY 11201 
 
Mr. Thomas B. King, 사장 
National Grid, USA 
201 Jones Road – 5th Fl. 
Waltham, MA 02451-1120 
 
Mr. Michael Hervey, Chief Operating Officer 
Long Island Power Authority 
333 Earle Ovington Blvd., Suite 403 
Uniondale, NY 11553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Sandy의 여파로 뉴욕 주민들은 말 그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서비스 복구를 위해 현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적시에 안전하게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처럼 공익사업체는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체의 경우, 주주들을 
위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가로 이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대중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답해야 합니다.  

수 일에 걸쳐 대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뉴욕 주민들은 
임박한 허리케인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공익사업체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전기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한 귀 회사들의 대처는 상당 부분 그 상황에 맞춰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책임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여주었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 회사들의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귀 회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뉴욕주에서 공익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특혜, 특히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뉴욕주가 부여한 공공 편의와 필수품 제공 자격("자격")을 받았는 데도 뉴욕 
주민들이 귀 회사에 갖고 있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전기사업체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상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초동 대처 실패는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가 귀 회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Long Island Power Authority와 관련하여, 저는 대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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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온갖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엄청난 판단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들의 퇴출을 불러올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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