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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2019년 정전 사태와 관련하여 콘 

에디슨에 2,5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  

  

2019년 7월 2번의 정전이 발생해 100,000명 이상의 고객이 최장 2일 간 전력 및 냉방을 

이용하지 못함 

  

PSC는 콘 에디슨에 향후 유사한 정전 사태를 방지를 촉구하는 조사 보고서 발표  

  

운영 면허 취소 고려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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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면허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틸리티 기업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위원회가 

명백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콘 에디슨이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는 콘 에디슨의 서비스 제공 면허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2019년 동일한 정전 사태 발생에 대하여 콘 

에디슨에 2,500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1,500만 달러의 수익 감액 처분이 내린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과 마찬가지로, 저는 정전 

발생으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고객들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가로 유틸리티 

기업에 많은 요금을 지불했고, 콘 에디슨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비롯되는 핵심 의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즉시 PSC에 정전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판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콘 에디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정전의 경우, 폭풍과의 

관련이 없었으며 심각한 기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콘 에디슨은 8일 간격으로 두 건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47경에 발생했습니다. 4시간 50분 가량 



 

 

이어진 정전으로 인해 5번가(5th Avenue)에서 허드슨 리버(Hudson River)까지, 

31번가(31st Street)에서 71번가(71st Street)까지 맨해튼의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고객 

약 73,000명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2차 정전 사태는 브루클린 플랫부시 시스템에서 

2019년 7월 21일 토요일 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틀 간 고객 약 33,000명의 고객이 

전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상업 활동, 주거 건물, 교통 시스템, 교통 통제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브로드웨이 극장(Broadway 

theatres), 카네기 홀(Carnegie Hall),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와 뉴욕시의 명소도 정전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이 

맨해튼의 역 수 개의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하철 시스템 지연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전이 발생한 원인 및 상황은 

다르지만,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인해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해당 사태에서 콘 에디슨의 대응 역량을 비롯해 정전 관련 정보를 

고객, 응급 요원, 선출직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소통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 공무원들은 맨해튼 및 브루클린 정전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회사의 

역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13개월에 걸쳐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맨해튼 정전 사태 관련 13건, 브루클린 사태에 대한 27건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다면, 콘 에디슨은 이러한 

의무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명백한 

실패에 대하여 기업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시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지시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콘 에디슨은 현재 맨해튼 및 브루클린 정전 사태 발발 전후 및 사태 

당시의 대응과 관련된 의혹에 답변해야 하며, 정전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패에 대하여 민사 처벌 및/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뉴욕주법에 따라 

콘 에디슨이 받을 수 있는 벌금은 2,500만 달러 이상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PSC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 유틸리티 기업 주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2019년 맨해튼 및 브루클린 정전 사태 동안의 콘 에디슨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권고에 따르거나 시행하여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권고안의 빠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콘 에디슨은 권고한 이행과 더불어 PSC가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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