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 관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장 JOHN RHODES에게 

편지 발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천연가스 

모라토리움에 관해 John Rhodes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서신의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Rhodes씨,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기존 고객에 대한 천연가스 

서비스 정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모라토리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고, 우리 행정부는 당신에게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실제로 부적절하게 서비스를 거부당한 1,100명 이상의 고객이 지체없이 

다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거절한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터무니없이 잘못된 

행동으로 수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고객의 분노가 극심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새로운 다국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천연가스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심각한 공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점점 심각해지는 부족 문제를 

논의했고, 추가적인 가스 공급에 대한 많은 선택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선호하는 선택지는 파이프라인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와) 그 문제에 관련된 귀하의 기관이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 명백한 공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여 고객과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기를 만들어 자신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승인하거나 위기에 처한 

롱아일랜드에 중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독점적인 선택지로 파이프라인 계획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이 파이프라인 

구축은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예기치 못한 상황과 

복잡한 다중 상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주들이 파이프라인을 승인하지 않거나 건설 지연이나 소송, 날씨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상황에서는 

롱아일랜드 전력망에 대한 개발이 중단됩니까? 필요한 다중 국가 승인 및 이전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등 이러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 

상황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춘 공익사업체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왜 대안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중요 서비스 규제 기관으로서, 기존의 공급 요구를 즉시 분석하고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정시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존 공급 요구와 대안을 완벽하게 분석했음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지시합니다.  

  

(1) 천연가스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 및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안(예: 오일, 프로판, 액체 천연가스의 운송, 재생 가능 자원, 수요 

측 에너지 절감) 등  

  

(2) 수요를 충족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자원 (예: 바지선 또는 트럭 운송)의 

납품에 대한 환경, 지역사회, 금리 지불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의식적으로 파이프라인의 대안과 정지된 파이프라인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체 공급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또한 이 경우에 감독할 

의무를 가진 귀하의 기관에 이 임무의 수행에 대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다가오는 공급 부족에 대한 준비 부족, 선택지 탐색 실패,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 및 부당하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고 개발을 중단한 행동은 고객에게 공개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며, 

귀하의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적절히 예측, 대응하고 예방하는 규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 부패한 기관을 언제, 어떻게 

없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라이센스 

해지에 대한 잠재적 근거와 이미 발생한 손해와 추가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발생할 미래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원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준으로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eed)의 운영을 감독할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롱 아일랜드 경제는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행동으로 인한 세입 및 

추가 프로젝트 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소비자들을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공익사업체는 자신이 

취소할 수 없는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규제 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으며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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