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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비상 사태시 유틸리티 연결 해체를 

금지하는 법안 발표  

  

입법 제안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지역의 유틸리티 연결 해제에 대한 자동적인 

모라토리움 설정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케이블 및 인터넷에 적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지역에서 유틸리티 연결 해제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케이블 및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유틸리티 기업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가 전례 없는 팬데믹에 대응한 일년 동안, 

엄청난 폭풍이 발생해 수만 명의 뉴욕 주민이 정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은 반드시 언제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요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주민의 유틸리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 주지사는 유틸리티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신 유틸리티 기업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연체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1월 19일 Cuomo 주지사는 콘 에디슨(Con Edison)이 2019년 7월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이와 

관련하여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콘 에디슨에 대한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면허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일 Cuomo 주지사는 겨울철을 맞차 저소득 및 중간 소득에 

해당하는 뉴욕 주민에게 난방 지원을 제공하는 3억 2,8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주거용 

난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3.dps.ny.gov_W_AskPSC.nsf_All_D3BB77AFE92D6FFF852585EE0051A13E-3FOpenDocument&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ZGP6BCvbkGYBSmIDTJIKnKJyf4SdVDEjlh9iioauncE&s=N7b4BTkwQLsbNg0VghubXC2gw6vLE8bITBisxT6spVI&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con-2Dedison-2Dfacing-2D25-2Dmillion-2Dpenalties-2Dfailures-2Drelated-2D2019-2Dpower&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ZGP6BCvbkGYBSmIDTJIKnKJyf4SdVDEjlh9iioauncE&s=ZAYRSMDl7LCCXlntOArs1LARSCLxdbLc4aUdjIQ_nc8&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328-2Dmillion-2Dhome-2Dheating-2Daid-2Dassist-2Dnew-2Dyorkers-2Dduring-2Dcold-2Dweather&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ZGP6BCvbkGYBSmIDTJIKnKJyf4SdVDEjlh9iioauncE&s=JEKsvt7SKZaDwCJIV3me2N8RNwThw2nUPtPvF0wlPXc&e=#_blank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328-2Dmillion-2Dhome-2Dheating-2Daid-2Dassist-2Dnew-2Dyorkers-2Dduring-2Dcold-2Dweather&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ZGP6BCvbkGYBSmIDTJIKnKJyf4SdVDEjlh9iioauncE&s=JEKsvt7SKZaDwCJIV3me2N8RNwThw2nUPtPvF0wlPXc&e=#_blank


주지사는 과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소비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6년 뉴욕의 에너지 경제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뉴욕 가족 920,000 가구 이상이 소득의 6%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 152,000 가구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은 매년 2억 3,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전기와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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