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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들을 위한 6억 7,200만 달러 규모의 전기 및 가스 공과금 인하 발표  

  

534,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에게 공과금 납부에 도움을 줄 한시적 청구서 공제 혜택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유틸리티 고객 재정 지원 프로그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있는 478,000명의 주거 고객과 56,000개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연체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총 6억 7,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틸리티 고객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며 Hochul 주지사의 시정 연설의 일부로 에너지 경제성 및 배출량 

감소를 다루기 위해 지난 주 발표된 일련의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때문에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달 초, 저는 제 시정 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제안을 제시했고, 이 역사적인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구호를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주요 

이정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가 오늘 승인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재정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모든 가정과 소기업이 공과금을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주 

전역에서 막대한 서비스 차단 피해를 입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이 한시적 공제는 지난 

여름 저소득 고객을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2022년 5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주거용 비저소득 고객 및 소규모 상업 고객에게 구제를 제공합니다.  

  

이달 초 Hochul 주지사는 2023년 시정 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경제성을 다루고 기후 변화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야심차고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상한선을 설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비용을 제한하고 뉴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 전반의 Cap-and-

Invest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Cap-and-Invest 

프로그램은 기후 대책 환급 형태로 뉴욕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오늘의 6억 7,200만 달러 발표와는 별개인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뉴욕주의 현재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없는 소득 75,000달러 미만의 

뉴욕 주민 800,000명 이상에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전기 요금에 대한 2억 달러의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EmPower Plu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뉴욕 주민들이 전기에 소득의 6%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집에 

전기를 완전히 공급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시범 프로그램인 

에너지 경제성 보장(Energy Affordability Guarantee)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획기적인 결정에서 PSC는 뉴욕주에서 가장 저명한 소비자 옹호 단체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인 에너지 경제성 정책 실무 그룹(Energy Affordability Policy Working 

Group)이 만든 권고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2022년 5월 1일까지 주거용 

비저소득 및 중소기업 고객의 약 75%에 대한 모든 연체를 해결하고 일회성 신용을 통해 

나머지 고객의 약 25%에 대한 연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주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연체금 구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뉴욕 주민들의 재정적 비용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0억 ~ 13억 달러 비용보다 적으며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고객 신용 등급 하락을 방지할 것입니다. 자동 공제는 각 공과금에 대해 '최대' 

금전적 상한선으로 제한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에 미납으로 인해 2022년에 

서비스가 종료된 주거용 비저소득 고객도 참여하여 적격 연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ochul 주지사가 2022년 6월 저소득 전기 및 가스 이용 고객이 과거 청구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5억 6,700만 달러를 발표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누적된 유틸리티 요금 연체를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두 번째 주요 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임시 및 장애 지원국(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저소득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및 팬데믹 관련 

미납 공과금 청구서 제거를 위한 뉴욕주 정부 예산 지출 2억 5,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공익사업 주주들은 6월차부터 요금 납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3,6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공과금 인하 회차에서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들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자 1억 1백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 전역의 팬데믹 구호를 

위한 공과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고 사업체 폐쇄와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을 낳았습니다. 미지급 소비자 및 소기업 공과금 부채는 2020년 

3월 이후 상당 증가했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뉴욕 주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위원회 직원과 Con Edison,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National Grid, New York 

State Electric & Gas, Orange & Rockland, Rochester Gas & Electric 등 주요 공공시설 

외에도, 실무 그룹의 이해관계자에는 뉴욕시, 녹색 경제 연합(Alliance for a Green 



Economy), Public Utility Law Project of New York, Inc., Citizens for Local Power, Long 
Island Progressive Coalition, Utility Intervention Unit of the Department of State, AARP 

New York, Binghamton Regional Sustainability Coalition, 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가 포함됩니다.  

  

Rory M. Christian 공공 서비스 위원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Hochul 주지사는 소비자를 돕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C는 소비자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고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유틸리티 에너지 적정가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 Daniel 

W. Tie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과금이 연체된 수십만 명의 추가 뉴욕 주민들이 이러한 체납금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Hochul 주지사와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뉴욕주 전역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접근법에 비중을 둠으로써 눈부신 필요성과 무대책의 잠재적 비용을 인식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 UIU Robert Rodriguez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수십만 명의 주민과 사업체를 돕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쏟은 Hochul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서비스 이용 고객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이전에 제공된 자금을 토대로 합니다. 이 지원은 

뉴욕주의 지속적인 복구에 필수적인 지원이며 희망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가정, 기업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AARP 뉴욕주 이사 Beth Fink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늘어나는 공과금 부채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뉴욕의 노년층을 포함하여 많은 

공과금 고객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이 명령에 앞장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AARP는 

계속해서 주지사, PSC 및 입법부와 협력하여 뉴욕주 납세자들이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프로젝트 전무이사 겸 변호사인 Laurie Wheeloc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과금 부채 탕감의 첫 번째 단계는 뉴욕주의 EAP 식별 저소득 주거 고객에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십만 명의 고정 및 중간 소득 납세자도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대응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적인 위원회 

명령은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구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장 추운 겨울 동안 전기 공급 

중단으로부터 거의 500,000개의 주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PULP는 대유행으로 인한 에너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Hochul 

주지사, 공공 서비스 위원회 및 에너지 경제성 실무 그룹(Energy Affordability Working 

Group)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방금 승인된 이 구제책은 평균 고객의 총 청구서에서 0.5%만 인상될 것이며, 공과금 및 

기존 연체액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1~4년 안에 인상이 종료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호 프로그램이 478,000명 이상의 주거 고객과 56,000명 이상의 소규모 업소 고객에 

대한 잠재적인 서비스 종료를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많은 소규모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LIPA(Long Island Power Authority)와 그 서비스 제공업체인 PSEG Long Island는 

에너지 경제성 정책 실무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체납 구제 프로그램의 이전에 

실무 그룹의 1단계 권고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체납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LIPA와 PSEG 

Long Island는 또한 실무 그룹의 권고에 따라 다른 주거 및 소규모 상업 고객에게 한시적 

체납 경감 공제를 부여하는 오늘 발표된 두 번째 단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LIPA는 2월 

이사회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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