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열대 폭풍 이사야스 준비 및 대응 실패에 대하여 광대역 및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공급업체인 알티스가 합의금 7,200만 달러 지불한다고 발표  

  

열대 폭풍 이사야스로 인해 알티스 고객 400,000명 이상 서비스 중단  

  

긴급 대응 계획을 따르지 못한 데 대한 사상 최대의 합의  

  

알티스는 보다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정부와의 소통 및 조정 강화해야 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알티스(Altice)가 약 7,2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부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티스는 2020년 8월 열대폭풍 이사야스(Tropical Storm 

Isaias)가 발생했을 당시 광대역 및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그 결과 최장 14일 동안 알티스의 고객 400,0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열대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 및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Cuomo 주지사는 폭풍에 대한 전력 회사들의 대비와 대응을 조사할 것을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에 지시했습니다. 7,2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은 뉴욕주에서 긴급 대응과 관련된 절차를 따르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 관할 지역에서 부과된 가장 큰 수준의 

금액입니다. 합오늘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승인한 합의안에 일환으로, 알티스는 더욱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 정부와의 소통 및 

조정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와 교육을 광대역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수만 명의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뉴욕에 있는 통신 기업이 악천후를 대비하고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혀 주며, 만약 이들이 적절히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4일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가 뉴욕을 강타하여 특히 미드 허드슨 밸리,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지역에 영향을 미친 강풍과 폭우를 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전기 공급 및 통신 인프라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알티스 고객 400,000명 

이상을 비롯한 많은 수의 뉴욕 공익사업체 고객들이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대응이 지연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자, 바로 다음 날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주요 전력 유틸리티 기업, 전화 서비스 기업, 케이블 텔레비전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공 서비스부에 지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광범위한 법률 및 포렌직 자원으로 

조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보다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위원회는 전화 및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열대 

폭풍 이사야스의 영향을 조사한 상세한 보고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피해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한 예방 및 복구 노력을 평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응급 대응 기관, 고객의 의견, 고려, 권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주요 

통신 및 케이블 텔레비전 기업의 향후 폭풍우 및 기타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유틸리티 기업에 요구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규정 및 규제를 개선하여 매년 더욱 강력한 비상 대응 전략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알티스는 대응 전략 및 기타 유관 기후 대비 전략의 많은 부분에서 명확히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 따라, 알티스는 서비스 중단을 겪은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위반 사항에는 충분한 대비 및 폭풍 후 대응 계획 

수립 실패, 낮은 품질의 고객 서비스 및 의사소통, 정부 공무원 및 전력 유틸리티 

기업과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John B. Howar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기업의 주요한 역할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들이 폭풍에 대비하고 가능한 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의무에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본 합의안에 

따라, 알티스는 책임 이행에 따르는 비용이 고객의 부담 증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Linda A. Lacewell 금융 서비스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광대역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 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열대 폭풍 이사야스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고통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폭풍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애써주신 DPS의 리더십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합의안의 조건에 따라, 알티스는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시스템의 폭풍 복구력 

개선 및 기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 위해 6,854만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열대 폭풍 

이사야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뉴욕의 고객에게 34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알티스가 추진해야 하는 투자에는 새로운 최첨단 정전 소통 플랫폼 설치, 폭풍 복구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 추가 6명 고용, 새로운 정규직 폭풍 후 복구 코디네이터 1명, 알티스 



 

 

정전 통보 위원회(Outage Notification Board)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460만 달러 투자가 

포함됩니다.  

  

알티스는 또한 6,394만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심각한 기후 상황에 대한 계획 및 

대응력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투자에는 알티스의 고객 관리 유관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즉, 콜센터 기술, 고객 소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특정 고객 관리 이니셔티브, 기술직 등 추가 직원 고용, 기타 뉴욕주 서비스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투자 등을 의미합니다. 합의안에 따라 2년 내에 개선 

작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고객 크레딧 340만 달러 및 추가 조치에 6,854만 달러 투자 이외에도, 알티스는 향후 

심각한 기상 상황에 대한 계획 및 복구 능력 개선을 위해 폭풍과 관련된 작업의 

프로그램, 시행,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티스는 폭풍 복원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하청업체 가용 자원을 늘리기 

위해 특정 제3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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