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1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 공익사업체 조사 완료 발표  

  

주 최대의 공익사업체 중 세 곳이 총 1억 3,730만 달러의 잠재적 처벌에 직면하였으며, 

운영 라이선스 철회 고려 중  

  

공공 서비스부,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보고서 및 권고안을 

롱아일랜드 전력청에 발부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한 특별 고문, 공공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사업체 및 

지방정부에 공익사업체의 실패로 미친 손해에 대한 증거를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올여름 뉴욕주에 큰 피해를 입힌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Tropical 

Storm Isaias)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에 실패한 뉴욕의 전기 공익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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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Long Island, PSEG LI) 또한 

조사의 대상이었으며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의해 

수많은 실패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이번 주 초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 집행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8월에 허리케인 이사이아스로 피해를 

다시 입었으며 또 한 번 공익사업체의 대응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며 뉴욕 주민 또한 

합리적이지만, 우리는 폭풍 후 전력 복구 서비스를 위해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뉴욕 주민들은 

받을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신속한 조치의 결과로 세 공익사업체에 1억 3,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벌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처벌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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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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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배전 인프라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뉴욕 공익사업체 고객들이 오랜 

정전을 겪었습니다. 정전으로 최대 약 9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 

Cuomo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서에 공익사업체 업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 서비스부는 뉴욕 전기 서비스 

제공업체의 폭풍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통신 공급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19일, Cuomo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가 폭풍에 관련한 공익사업체 업무에 

대한 조사의 초기 단계를 완료하고 전기 및 통신 공익사업체 명백한 실패에 대한 

응답으로 명백한 위반 서신을 다섯 통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기상이변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명백히 실패하여 뉴욕 주민이 필수적인 공익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것입니다. 서신은 전기 서비스 제공업체인 뉴욕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of New York, Con Edison), 오렌지 앤 

록랜드 유틸리티 주식회사, 센트럴 허드슨 가스 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Central Hudson) 및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롱아일랜드에 발송되었습니다.  

  

• 콘 에디슨: 부서의 초기 조사 결과 폭풍에 대한 콘 에디슨의 응답이 완전히 

부적절하고 콘 에디슨은 분명히 피해 평가 책임 및 발표된 복구 추정시간 공지에 

관하여 위원회가 명령한 긴급 대응 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 에디슨의 폭풍 대응이 법적 요구 

사항에 못 미쳤다는 이전 사례를 고려하여, 담당자는 이 조사에 콘 에디슨의 공공 

편의 및 필요성 면허가 이 명백한 위반과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비 및 대응하지 

못한 이전 실패에 기반하여 철회될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프랜차이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법적 요건입니다.  

  

• 오렌지 앤 록랜드: 부서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오렌지 앤 록랜드는 폭풍 전 직원 

배치 평가와 관련된 위원회가 명령한 긴급 대응 계획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오렌지 앤 록랜드의 폭풍 대응이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이전 사례를 인식하여 담당자는 조사에 이러한 

명백한 위반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비 및 대응하지 못한 오렌지 앤 

록랜드의 이전 위반에 근거하여 오렌지 앤 록랜드의 면허를 철회할 것인지의 

결정이 포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 센트럴 허드슨: 부서의 초기 조사는 센트럴 허드슨이 피해 평가 책임 및 내부 

웹사이트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가 명령한 긴급 대응 계획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따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부서의 초기 조사는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은 분명히 부서가 권고하고 롱아일랜드 전력청 

이사회가 채택한 긴급 대응 계획의 요건을 따르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피해 평가 책임, 정전 

관리 시스템(Outage Management System)을 유지할 책임, 복구 통지의 정확한 

추정 시간을 알리는 책임, 고객, 지방정부, 주 기관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부서의 초기 조사에서 비록 명백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서는 뉴욕주 일렉트릭 

앤 가스(New York State Electric & Gas),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및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에 서신을 보내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폭풍의 피해를 더 잘 예측할 일련의 즉각적인 개선 단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위에서 언급한 명백한 위반 통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오늘 발행한 명령은 폭풍 분류, 폭풍 복원 인력 및 평가, 콜 센터 

인력 배치 및 응답, 부정확하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추정 복원 시간, 웹사이트 다운 등의 

부적절한 소통, 등록된 생명 지원 장비 고객에 대한 연락 실패와 관련된 많은 명백한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이 명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기 

공익사업체에 대해 이후에 식별된 명백한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오늘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체들은 10일 이내에 대응과 복원 노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부서의 

권고에 응답하고 30일 이내에 잠재적 처벌 조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 곳의 

공익사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 에디슨(33건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1억 230만 달러), 오렌지 앤 록랜드(38건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1,900만 달러) 및 센트럴 허드슨(32건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1,600만 달러).  

  

새로 임명된 지방세 납세자 보호(Ratepayer Protection)의 특별 고문인 Rory Lancman은 

공공 포럼을 개최하고 공익사업체의 실패로 인해 주민, 사업체 및 지방정부에 미친 

피해에 대한 증거를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와 관련하여 뉴욕의 공공시설에 직면한 작업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행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공익사업체의 운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잘못 관리된 것에 고객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공익사업체 주주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처벌은 업계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억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 감독관 Linda A. Lacew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태로운 

시기에는 정부가 힘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의 고객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특히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서 전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 대형 전기 서비스 공급업체의 

실패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책임에 대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위원회가 콘 에디슨 및/또는 오렌지 앤 록랜드에 대한 각각의 명백한 위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확인된 위반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규칙 또는 규정 위반의 발견으로 분류되는 경우, 위원회는 

서비스 지역과 관련하여 콘 에디슨의 면허 및 오렌지 앤 록랜드의 면허를 취소 또는 

수정하는 절차를 개시합니다. 부서는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에 관련된 통신 

공익사업체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부는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을 조사하여 공익사업체의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에 따라, 부서는 

롱아일랜드 전력청이 고려하도록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제안에 대한 권고를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계약 종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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