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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번호 1139 – Pepco 요금 케이스 요약 보고서
워싱턴 DC 소비자 보호국(OPC)
1133 15th Street, NW, Suite 500 | Washington, DC 20005 | 전화: 202.727.3071
팩스: 202.727.1014 | TTY/TDD: 202.727.2876 | 웹 사이트: www.opc-dc.gov | 이메일:
ccceo@opc-dc.gov
PEPCO 요청서 개요
2016년 6월 30일에 Pepco는 워싱턴 DC PSC(Public Service Commission)에 8210만 달러의
요금 인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Pepco에 따르면 요금 인상의 원인은 DC 지역의
서비스 신뢰성을 유지 및 개선하고, 사용량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분배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PEPCO의 요청 사항
$82,119,000—Pepco가 요청하는 재원 증가액
$4.36—주거용 요금의 월간 평균 인상액
23.7%—청구서당 분배량 증가율
10.6%—제안된 자기 자본 수익률
Pepco는 30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8,210만 달러의 재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epco는 고객에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
만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Pepco는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합병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Pepco는 주주의 수익을 13% 증가하려고 합니다.
Pepco는 직원 보너스 및 잔류 인센티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는 요금 인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OPC의 요금 인상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
PSC가 검토하도록 의견서 및/또는 증언을 위원회 서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사회 공청회에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 또는 증언을 보낼 주소:
Ms. Brinda Westbrook-Sedgwick
Commission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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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 Commiss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325 G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05
bwestbrook@psc.dc.gov
*케이스 번호 1139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017년 3월 15일~17일 & 20일~21일

추후 공개
중요한 날짜
위원회는 2016년 9월 9일에 사전 공청회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이후에 위원회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절차의 진행을 관리하는 일정을 정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지역사회 공청회 일정을 정해 Pepco의 요금
인상에 관해 일반인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PC의 입장
Pepco가 원하는 8,210만 달러의 요금 인상은 과도한 요청입니다.
OPC는 주거용 소비자의 요금을 동결하기 위해 2,560만 달러 수준을 원합니다.
Pepco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만 만회할 수 있습니다.
OPC는 Pepco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원합니다.
납세자들이 과도한 경영진 보상 패키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Pepco는 PHI-Exelon 합병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Pepco의 수익률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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