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보도자료
시민 자문 사무소(OPC), 공공서비스 위원회(PSC)측에
Pepco 요금 책정에 대한 결정을 수정해 기록상의
사실을 반영하고 법적 오류를 정정하며 소비자들을
향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
2021 년 7 월 8 일

워싱턴 DC –오늘 시민 자문 연구소(OPC)에서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 (PSC)가 향상
다년요금 계획 수정안(EMRP)을 승인하는 명령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MRP 수정안에서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전기 서비스 요금가 책정됩니다. OPC 는
이번 요청에서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Pepco 의 신규 요금 책정 방식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수정 EMRP 승인은 기록상의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며 승인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고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OPC 는 이번 건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기타 다수의 문제에 대한 결정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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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매타보스-프라이 시민 자문은 “이번 명령은 향후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감독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욱 떠 넘길 뿐 아니라 도시 기후
아젠다 진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요금 책정 방식이기 때문에
콜럼비아 특별구에게 손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Pepco 의 신규 요금 책정 제안을 반대하는 다른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재정적 기반을 다시 회복하게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한 목소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컬럼비아 특별구 규제 환경에 분수령이 되며 DC 주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시민 자문으로서 한 기업의 이익을
공익보다 앞세우고자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을 표합니다."라고 매타보스프라이 시민 자문이 덧붙였습니다.
시민 자문은 소비자들이 발빠르게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수정 EMRP 을 거부하고, 시의 기후 아젠다를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 인상을 보장하도록 승인 명령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이제 특별구의 전기 유틸리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올해 여름에 발행될 공공 서비스 위원회 명령 재고에 대한 OPC 의 검토 이후에도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법적 오류에 대해 충분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OPC 에서 본 건을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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