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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OMCAST와와와와 TIME WARNER 합병합병합병합병 검토를검토를검토를검토를 발표발표발표발표 

 

대형대형대형대형 케이블케이블케이블케이블 TV 업체의업체의업체의업체의 합병으로합병으로합병으로합병으로 엄격한엄격한엄격한엄격한 주주주주 규정규정규정규정 검토검토검토검토 실시실시실시실시 예정예정예정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새로운 규제 권한을 사용하여 Time Warner의 뉴욕 고객과 뉴욕주 전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Comcast Corporation의 Time Warner Cable, Inc.와의 합병안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뉴욕주는 뉴욕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이번 합병에 대해 직접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조치는 수준 높은 서비스 품질, 경제성, 가용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여 고객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4월 입법화한 뉴욕주의 케이블 프랜차이즈법의 최근 변화로 Comcast와 Time 

Warner Cable의 합병안은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위원회는 기업 거래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됨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 합병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업체들은 이번 거래가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간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방송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노력과 학교에 대한 방송 

서비스 개선과 같이 PSC에게 합병안이 뉴욕주 정책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PSC는 저소득층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호 정책과 합병안이 고객 비용 및 전반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PSC의 Audrey Zibelman 회장은 “합병안이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위원회는 

합병회사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가 현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나은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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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arner Cable은 뉴욕주에서 약 260만 명의 가입자에게 디지털 케이블 TV, 광대역 인터넷, VoIP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주 중에서도: Buffalo, Rochester, Syracuse, Albany 

and the boroughs of Manhattan, Staten Island, Queens 및 Brooklyn 일부 지역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사 및 분석 이외에도 검토 과정에서 일반인의 의견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위원회는 지역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병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4개월 이내에 검토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적 케이블 업체인 Comcast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Time Warner Cable은 약 452억 달러의 거래가로 Time Warner Cable이 Comcast와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승인 이외에도 이들 업체는 연방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다른 주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계약의 조건에 따라 Comcast는 미국에서 약 30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게 됩니다. Comcast는 

현재 뉴욕주에서 약 23,000 명의 가입자에게 디지털 케이블 TV, 인터넷, VoIP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Dutchess, Westchester 및 Putnam 카운티의 10개 지자체에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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