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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 RILEY) 이후에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한 정밀 조사 지시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 Riley) 이후 정전 상황에 놓인 363,000 곳의 가정과 

사업체  

  

화요일 아침 현재 정전 상황 속에 놓인 74,790 명의 고객, 해당 고객의 93 퍼센트가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 Riley)로 인해 발생한 

정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지시했습니다.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 

Riley)가 지나간 이후 4일 만에 28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력회사 고객 74,790 명이 여전히 전기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93 

퍼센트가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장기간 지속된 이유와 전력회사와 고객 사이의 의사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점을 

감안하여,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특별히 더치스 카운티, 퍼트넘 

카운티, 설리번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폭풍에 대한 대비 상태와 대응 상황을 정밀 조사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폭풍 라일리(Winter Storm Riley) 이후 

광범위하게 발생한 정전 사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여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뉴욕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전력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이 정전 사태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정전 사태입니다. 이 정전 

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뉴욕 주민이 여전히 전기없이 생활하고 있고, 수백 곳의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사태의 조정과 관련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의 대응과 복구 조치가 뉴욕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고 집중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력회사는 반드시 전력회사의 대응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가 전력회사의 인프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고객 수천 명이 전기 없이 지내고 있으며, 수백 곳의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하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우려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전력회사들이 뉴욕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 복구 과정 전반의 운영 실패에 대한 본격적이고 철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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