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젯 사운드 에너지 2021 청정 에너지 
구현 계획 정보 시트

공개 의견 청취: 2023년 1월 24일 오후 6시
워싱턴 유틸리티 교통 위원회(UTC) 위원들은 대중의 의견을 
듣고 회사가 제안한 청정 에너지 이행 계획(CEIP)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UTC는 
2023년 1월 24일 오후 6시에 의견을 듣기 위해 가상의 공개 
논평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래 줌 링크나 전화로 
참고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줌: bit.ly/PSECEIPhearing 
•	 전화: (253) 215-8782로 전화를 걸어 사용 

회의 ID 883 8330 3191# 및 비밀번호 733771#

청정에너지 전환법의 배경
워싱턴의 청정에너지 전환법에 (CETA) 따르면, 전력회사들은 
2030년까지 모든 전기가 온실가스 중립이 되고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ETA는 유틸리티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유틸리티 기업이 
4년마다 CETA의 2030년 및 2045년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유틸리티 기업이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CEIP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또한 각 CEIP에 대한 
업데이트를 각 4년 CEIP 사이클에 2년씩 제출해야 합니다.

퓨젯 사운드 에너지의 청정 에너지 구현 계획서 제출
2021년 12월 17일, 퓨젯 사운드 에너지(PSE)는 UTC에 
CEIP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63%의 재생 에너지라는 중간 
목표의 승인과 계획의 적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PSE는 
UTC가 CEIP를 승인하도록 요청합니다. PSE는 제안된 중간 
목표가 합리적이며, 분산 에너지 자원 하위 목표가 합리적이며, 
고객 편익 지표가 편익의 공정한 분배 측정을 시작하기에 
적절하며, 특정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며, CETA 준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무장관실의 변호사 팀이 작성
800 Fifth Avenue  •  Suite 2000   •  Seattle, WA 98104

utility@atg.wa.gov  •  www.atg.wa.gov

워싱턴 법무장관실의 변호사팀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회사의 주거 및 중소기업 고객과 유틸리티 교통 위
원회가 규제하는 운송 회사의 고객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공공 변호사는 공공 요금, 합병, 비즈니스 관행, 
서비스 품질, 에너지 효율, 안전 및 정책 문제에 대해 위원회와 법원에 고객을 대표하여 변호합니다. 

당사자들
UTC는 모든 당사자의 권고를 
고려하며, 어떤 당사자의 권고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당사자가 이 절차에 
참여합니다:

• 퓨젯 사운드 에너지
• UTC 직원*
• 워싱턴 법무장관실,상담실 

(주거 및 소기업 고객 옹호자)
• 에너지 프로젝트(저소득 고객 

옹호자)
• 서부 에너지 소비자 동맹(대규모 

산업 고객 옹호자)
• 전면 및 중앙(색상 옹호자의 

소외된 공동체)
• 재생 가능한 노스웨스트(환경 

옹호자)
• 노스웨스트 에너지 연합(환경 

옹호자)

*공식적인 UTC 절차에서는 다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규제 직원이 
참여하고 UTC 위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https://bit.ly/PSECEIP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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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시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청정에너지 공공변호사의 입장
공공 변호사는 UTC가 조건부 CEIP를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건은 CEIP를 CETA 목표와 더 잘 
일치시키고, PSE의 자원 선택 및 대중 참여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계획을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	 중간 대상: CETA는 전력회사가 4년 CEIP 기간 동안 중간 재생 에너지 목표를 제안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 

변호사는 PSE가 제안한 2025년까지 63%의 재생 가능 전기를 잠정 목표로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고객 편익 지표 및 관련 지표: CETA는 유틸리티 기업이 특정 고객 편익 지표(CBI)와 측정 기준을 식별하여 모든 

고객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 변호사는 UTC가 PSE에 고객의 
에너지 부담, 연체 및 연결 끊김을 측정하는 CBI 와 측정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PSE
가 2023년 2년 CEIP 업데이트에 업데이트된 CBI 및 지표 세트를 포함하고 UTC에 대한 모든 지표 PSE 보고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고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객에 대한 편익 및 부담의 배분: CETA는 전력회사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편익을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취약한 지역사회의 부담과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 변호사는 
UTC가 고객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PSE 분석을 수행하고, 2023년 2년 CEIP 업데이트에 그 결과를 
포함하며, 2025년 CEIP에 지분 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	 분산 에너지 자원을 선택: 분산 에너지 자원은 특정 지역이나 가정(예: 옥상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 스토리지)에 
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 자원으로, 고객에게 국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PSE의 CEIP는 CBI와 메트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취약한 지역사회에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고가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분산 에너지 
자원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공공 변호사는 UTC가 PSE에 CEIP에서 분산 에너지 자원 선택 
프로세스 섹션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	 특정 작업: CETA의 요구에 따라 PSE는 제안된 재생 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현할 계획인 구체적인 
조치를 나열했습니다. PSE의 설명은 각 구체적인 조치가 어떻게 최저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목표를 향한 진전을 
보여주고, 고객의 편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지를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변호사는 2023년 2년 CEIP 업데이트에 이 정보를 포함하도록 각 특정 조치의 설명을 
업데이트하도록 UTC에 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 utility@atg.wa.gov 또는 메일 주소로 공공 변호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실, 변호사팀, 
800 Fifth Avenue, Suite 2000, Seattle, WA 98104.
 
위원회 결정 절차
UTC는 회사가 계획에 명시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CEIP를 승인해야 합니다. UTC는 CEIP를 승인,  
수정 및 거부할 수 있습니다. UTC는 2023년 1월 24일 공개 논평 청문회와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가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견을 제출
일반인은 공개 의견 청취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UTC 웹 형식: utc.wa.gov/consumers/ 

(웹 페이지 하단의 "댓글 제출"  링크 클릭)
•	 이메일: comments@utc.wa.gov
•	 이메일:  UTC, P.O. Box 47250, Olympia, WA 98504-7250
•	 전화:  1-888-333-WUTC (9882)

귀하의 의견서에는 귀하의 이름, 우편 주소, 회사 이름(퓨젯 사운드 에너지) 및 다켓 번호 21079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 utc.wa.gov/를 참조하거나 1-800-562-615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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