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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내셔널 그리드의 다운스테이트 운영에 대한 조사 실시 발표  

  

전임 회사 관리자들이 수십만 달러 규모의 뇌물 및 리베이트를 받고 이익성 계약을 

제공했다는 의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가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다운 스테이트 가스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의 전임 직원 일부가 수십만 달러의 

뇌물 및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 행위를 한 

유틸리티 직원에게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의혹의 계약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샅샅이 파악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에서 내서널 그리드가 일부 직원의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업의 시설 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임 내셔널 그리드 매니저 5명에 대한 연방 차원의 

신고가 브루클린에서 접수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만 달러의 뇌물 및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사업 관계가 있던 일부 롱아일랜드 기반의 하청업자에게 계약을 

하청하여 트래블법(Travel Act) 위반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한 하청업자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내셔널 그리드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DPS의 John B. Howard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유틸리티 기업의 직원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 서비스부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고객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고객을 위해 해당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당 기업은 계약은 중요한 가스 인프라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공공 

안전이 위협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셔널 그리드의 계약에 대한 조사는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가 고객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해당 비용을 환수하며, 이러한 행위가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고, 내셔널 그리드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이와 유사한 직원 위법 행위에 대하여 유틸리티 기업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9년 초 콘 에디슨(Con Edison) 슈퍼바이저 및 직원 9명, 은퇴한 슈퍼바이저 

1명이 뉴욕 동부 지검 지방 검사에 의해 체포당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달러가 넘는 뇌물 

및 리베이트를 받고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며, 이들의 위법행위는 2009년 

적발되기 전까지 9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콘 에디슨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체포 이후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PSC는 콘 에디슨의 고객을 위하여 1억 7,100만 

달러를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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