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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OPC 증언, PSC에 Pepco의 다년 요금 플랜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원칙을 사용하여 요금을 책정하며,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위한 구제책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을 촉구 

 
2020년 7월 27일 

 

워싱턴 DC -- 시민 자문 사무소는 오늘 Pepco가 3년 동안 

1억 3천 5백만 달러의 요금을 인상하는 강화된 다년 요금 

플랜을 시행하는 제안에 대해 DC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에 보충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OPC는 

Pepco가 2019년 5월 30일에 제출한 최신 MRP와 초기 

플랜 모두 공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epco는 전기 요금 설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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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악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OPC와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모든 

당사자의 증언은 Pepco가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요율 

사례와 달리, 위원회가 이 새로운 요율 제정 형식을 

승인하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샌드라 매타보스-프라이 시민 

자문은 말했습니다. 

OPC의 증언은 Pepco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MRP가 대체 요율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소비자가 제안 승인 후 수년간 과도한 요금 인상에 

직면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3) Pepco가 COVID-19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비용 예측 

또는 전력 사용량 프로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4) Pepco 제안의 승인을 통해 MRP 기간 동안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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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사하는 위원회의 능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설명합니다. 

5) Pepco가 소비자에게 가장 여유가 없는 시기에 구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컬럼비아 특별구 주민이 경제가 개선될 명확한 

징후 없이 전례 없는 보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적 

고통과 높은 실업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인식하기를 촉구합니다. OPC는 위원회가 소비자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존중하며 Pepco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는 동안 Pepco가 번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OPC의 증언은 Pepco의 실패한 MRP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위원회가 전통적인 요율 원칙을 

사용하여 요율을 설정하고, 팬데믹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돕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개발하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샌드라 매타보스-프라이 시민 자문은 “소비자가 Pepc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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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 요금 플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위원회가 해당 제안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edocket.dcpsc.org/public/public_comments에서 

전자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십시오. Commission Secretary,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325 G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수신: 공식 사안 번호 1156. 

 

미디어 연락처: 

 

독시 맥코이(Doxie McCoy) 

공보담당관(Public Information Officer) 

(202) 261-1180 
dmccoy@opc-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