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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8년 겨울 폭풍을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두 공익 사업체와의 1,050만 

달러 합의 발표  

  

작년의 폭풍으로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and Gas 

Corporation, NYSEG)와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RG&E) 고객 30만 명이 정전을 겪어 

  

공익 사업체 긴급 대응 계획을 따르지 못한 데 대한 사상 최대의 합의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에 보다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와 카운티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율 강화, 인명 

구조 장비 지원 강화 요구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20명의 신입 직원을 고용하고 적어도 175명의 직원을 

폭풍 복원 책임에 더 투입할 예정이며, 제삼자 전문가가 회사의 폭풍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예정 

  

집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Supreme Court)에 동의 명령 제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와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ochester Gas & Electric Corp.)이라는 두 개의 

업스테이트 공익 사업체와의 1,050만 달러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2018년에 

폭풍이 서비스 지역을 덮쳤을 때 적절히 대비하고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여 30만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를 전력 없이 어둡고 추운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정전 사태를 

감안하여, Cuomo 주지사는 폭풍에 대한 전력 회사들의 대비와 대응을 조사할 것을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에 지시했습니다. 1,050만 달러의 합의는 

뉴욕주에서 긴급 대응과 관련된 절차를 따르지 못한 공익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동의 명령에 따라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은 보다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 및 카운티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을 강화하며, 인명 구조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공익 사업체들이 일으킨 상황처럼 

수십만 명의 고객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뉴욕에 

있는 공익 사업체들이 악천후를 대비하고 강력한 폭풍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며, 만약 이들이 적절히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의 일환으로,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국가가 승인한 긴급 

대응 계획을 18가지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은 세 가지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고객에게 보상하기 위해, 회사 주주는 1,05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이는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에서 9백만 달러,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에서 150만 

달러입니다. 이 지불금은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폭풍 복구를 책임질 직원 

20명을 고용하고 유지할 것이며, 또한 공공서비스 위원회(PSC) 직원과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장기적인 인력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을 

검토 

  

•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최소 175명의 피해 평가 교육을 받은 직원을 유지 

  

•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의 

긴급 대응 조직(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는 강화된 생명 유지 

장비 고객 연락 및 추적 절차 검사, 지방자치 및 카운티 정부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조 등 현장 활동 및 비탁상형 폭풍 대응 훈련을 포함하는 

폭풍 대응 훈련(Storm Response Exercise)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룹을 

구성 

  

•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위원회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의 

폭풍 대응 훈련 및 훈련 운동 프로그램을 감사 및 평가하는 제삼자 

컨설턴트를 유지하기로 동의하며,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는 

주주들이 컨설턴트 참여 기간 증가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에 동의합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John B. Rhode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익 사업체의 주된 임무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익 사업체가 폭풍에 대비하고 가능한 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의무에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주가 공익 사업체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기상 사건을 겪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공익 사업체가 매 주기마다 계획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충족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회는 2019년 4월 18일에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YSEG) 및 로체스터 가스 앤 

일렉트릭(RG&E)에 대한 행정 집행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는 2018년 서비스 지역을 휩쓴 

폭풍에 대비한 실패로 인해 회사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향후 세션에서 위원회가 검토 및 실행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폭풍 대비 및 대응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틸리티를 강제하기 위해 

뉴욕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서 집행 조치를 제출하도록 부서 직원에 

지시하고, 제안된 동의 명령은 위원회의 집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018년 겨울과 봄의 폭풍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주요 전기 공익 사업체 서비스 지역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월에 5일 간격으로 미드 허드슨 지역을 휩쓴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s Riley)와 퀸(Quinn)으로 각각 최대 50만 명과 162,000명이 

정전을 겪었으며, 일부 고객은 일주일 이상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조사는 폭풍 라일리(Riley)와 퀸(Quinn) 외에도 2018년 4월 웨스턴 뉴욕의 폭풍, 5월 초 

플래츠버그와 글렌스 폴스 지역의 폭풍, 5월 중순 미드 허드슨 지역의 심한 뇌우 등 세 

가지 다른 폭풍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2013-14년 주 예산은 뉴욕에서 공익 사업체 활동 요구 사항에 대한 

훨씬 더 엄격한 평가 및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전기 법인이 

제기하는 전기 비상대응 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비상대응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익 사업체의 폭풍 대응에 대한 조사는 국가의 모든 공익 사업체를 다루었으며, 

43개의 잠재적 위반과 주 전역의 다양한 공익 사업체가 비상 대응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2019년 4월 보고서에서 발표되었으며, 공익 사업체는 

이미 수행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을 채택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서 

비롯된 집행 절차는 오렌지 앤 록랜드 유틸리티 주식회사(Orange and Rockland Utilities, 

Inc.) 및 뉴욕의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컴퍼니(Consolidated Edison Company) 등 

다양한 공익 사업체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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