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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정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원이 입법부에 전달되었다고 발표  

  

특정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처벌 금액의 상한 철폐  

  

법안에 따라 유틸리티 기업의 반복적인 운영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 과정 간소화  

  

극한의 기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법안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열대 

폭풍 이사야스(Tropical Storm Isaias)로 인한 전기 및 전화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공급 

중단 등 극한의 기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유틸리티 기업의 운영 실패에 대하여 

주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은 공공 

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 위반에 대한 처벌 상한을 철폐하고 대신 위반 사항에 대한 

더욱 정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처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틸리티 기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반복되는 운영 실패에 대한 처분으로 

유틸리티 기업의 면허 철회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신속화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로 하여금 고객 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유틸리티 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작년 엄청난 폭풍 피해 당시 운영 미숙의 결과로 

다수의 뉴욕 유틸리키 기업이 공익에 봉사하지 않으며,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주정부는 법을 

위반한 유틸리티 기업을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공 기관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기 조항과 더불어 법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의 정전으로 인한 음식 부패 및 약물 손상과 같은 소비자 손해에 

대해 한 가구 당 최대 500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별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PSC에 부여.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_UTILITY_ENFORCEMENT_BIL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_UTILITY_ENFORCEMENT_BIL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_UTILITY_ENFORCEMENT_BILL.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GPB_2_UTILITY_ENFORCEMENT_MEMO.pdf


•  

전기 회사, 가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 

전화 회사, 스트림 공사, 수도 공사 및 그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처벌 

시스템 적용.  

•  

운영 중단 시 유틸리티 기업의 더욱 나은 고객 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 응급 대응 계획에 의무적으로 의사소통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제. 

의사소통 계획은 기업의 의사소통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케이블 서비스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유틸리티 기업은 주지사의 법안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벌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 내에서 전력 회사가 PSC에 비상 대응 계획을 제출하며 

극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열대 폭풍 이사야(Tropical Storm Isaias) 등 최근 극심한 기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은 공공 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에 근거한 처벌이 

이러한 비상 대응 계획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대응 부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소비자는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의사소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고객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높은 기준을 유틸리티 기업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상한을 제거하고 현행 벌금 평가 시스템을공공 유틸리티 기업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초래한 손실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하여 벌금을 설정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공공 서비스법을 개정하여 벌금 규정을 강화합니다. 현재 주요 정전 또는 

사건으로 인한 복원을 포함하여 전기 서비스의 신뢰성 및 연속성 관련 처벌은 각 별개 및 

명확한 위반에 대해 100,000 달러 또는 연간 주내 총 운영 세입의 1 퍼센트의 0.02 중 더 

큰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중대한 정전 사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전기 서비스 복원 시 

가스 및 전기를 모두 관리하는 공익사업체에 대한 처벌은 500,000 달러 또는 1 퍼센트의 

0.04로 상승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유틸리티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주지사가 도입한 수많은 조치 

중 하나입니다. 2월 3일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의 소비자 보호 특별 

고문인 Rory I. Lancman에게 롱아일랜드의 가장 큰 민간 소유 수도 기업인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 주식회사(New York American Water Company, Inc.)에 대하여 

공영화 가능성 조사를 시작하고 지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월 10일 Cuomo 주지사는 

지역 내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제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제안은 2021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 포함된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directs-2Dspecial-2Dcounsel-2Dratepayer-2Dprotection-2Dlead-2Dinquiry-2Dfeasibility-2Dpublic&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HMk6307XJNQSrFBwjtKGUoE-KKmlyZyjikQ80BWLUHQ&s=7fNnrX5SaaTJ_frmwLvsUXnSZwLUzZAlAgcBRDCKX5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directs-2Dspecial-2Dcounsel-2Dratepayer-2Dprotection-2Dlead-2Dinquiry-2Dfeasibility-2Dpublic&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HMk6307XJNQSrFBwjtKGUoE-KKmlyZyjikQ80BWLUHQ&s=7fNnrX5SaaTJ_frmwLvsUXnSZwLUzZAlAgcBRDCKX54&e=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proposal-2Dprohibit-2Dutility-2Ddisconnections-2Dduring-2Demergencies-2Dpart-2D2021&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B4i67U0a-FM7SdgkZ2iYoyaNbzdutYt2aHLohlc5yPc&m=HMk6307XJNQSrFBwjtKGUoE-KKmlyZyjikQ80BWLUHQ&s=BgvJx732Ul-qZsMY6MNIb8MxSfG81E4Jgcj0-kdnZzU&e=


주지사는 또한 열대폭풍 이사야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유틸리티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열대 폭풍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이 여름에 정전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틸리티 업체는 열대 폭풍 이사야스 대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조사의 결과로 뉴욕의 공익사업체 규제 담당자에 

의해 빠르게 수행된 뉴욕주의 최대 공익사업체 세 곳, 즉 콘 에디슨(Con Edison), 오렌지 

앤 록랜드(Orange & Rockland, O&R) 및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은 현재 총 1억 

3,730만 달러의 잠재적 처벌에 직면하고 있으며 콘 에디슨과 오렌지 앤 록랜드는 

라이선스 철회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전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규정 및 명령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의 지방세 납세자 보호(Ratepayer 

Protection)의 특별 고문이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 가상 공공 포럼을 개최해 열대 

폭풍 이사야스에 대한 유틸리티 기업의 업무 수행 결과 지방세 납세자가 겪은 잠재적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1월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이 법적 조치를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PSEG)에 대한 것으로, 열대 폭풍 이사야스에 대한 대응 실패 및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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