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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소비자 보호국(OPC)에서 가스 요금 대폭 인상   

요청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알립니다  
  

OPC는 적정한 요금을 유지하고   

DC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 년 1 월 14 일 
  
   

인민 변호사 사무실은 워싱턴 가스 라이트(WGL)가 공익서비스위원회(PSC)에 

콜롬비아 특별구 내 천연가스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수수료를 2천 6백만 

달러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DC 소비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거지 평균 요금이 매달 약 13달러(대략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 요청된 이 요금 인상은 승인 시 프로젝트 파이프 

기반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WGL이 이미 소비자들에게서 받고 

있는 추가 요금 900만 달러에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 
   

산드라 마타부스 프라이 인민 변호사는말했습니다. "이 상당한 요금 인상 건은 

별개의 이슈로 격리되어 다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선적으로 다시 

검토되고 정립되어야 할 공공정책이 여럿 있죠. OPC는 구체적으로 이 요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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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조항이 적합하고 최근 제정된 청정에너지 법과 일맥상통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WGL이 2018년 AltaGas-WGL 합병에서 승인된 합의 내용을 완전히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OPC는 해당 사건에서 적정 요금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마타부스 프라이 인민 변호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은 교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 충당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천연가스 서비스는 콜롬비아 특별구 지역 주민들의 주요 난방원이니만큼 

저렴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위원회는 2017년 WGL의 850만 달러 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PSC는 또한 

가스 회사의 확실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 회사의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WGL은 천연가스 유출 감소 등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OPC는 소비자들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OPC는 지역사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와 PSC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시기 등 이 새로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고객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 
    

언론 연락처: 

 

Doxie McCoy 

공공 정보 담당자 

(202) 261-1180 

dmccoy@opc-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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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People’s Counsel (인민 변호사 사무실), 1133 15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