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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력 복구를 위해 1,900여 명의 유틸리티 요원들이 LONG ISLAND로 가고 있음을 
발표 

 
주지사는 NYPA를 통해 “공공전력지원팀”을 소집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Long Island에서의 전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유틸리티 
요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1969명의 요원들이 LIPA와 National Grid의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Long Island로 파견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노력은 지속되고 더 많은 요원들이 가능한 
대로 배치될 것입니다. 또한 Cuomo 지사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의장 Garry Brown에게 Long 
Island에서의 전력 복구 및 통신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LIPA의 노력이 주정부 지원으로 조율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북부 뉴욕주 고객들에게 대부분 전력을 복구하였고 LIPA가 외부 요원들로부터 추가 인력 수 
백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요원들 중 1,200명 이상이 National Grid의 북부 뉴욕 작업에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전력청(NYPA)에 의해 공공 전력 
회사들로부터 300여 명의 송전선 요원과 장비 조작자들이 신규 공공전력지원팀의 일부로서 
소집되었습니다. 이 팀은 Long Island에서 LIPA와 National Grid의 전력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한 장비와 
용품도 제공할 것입니다.  
 
LIPA를 지원하는 요원들은 Iowa, Texas, North Carolina, Alabama, Wisconsin, California, Tennessee, 
Louisiana, Massachusetts, Florida 및 Indiana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공공전력지원팀에는 북부 뉴욕의 
세 NYPA 설비의 송전선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오늘 오후에 Bethpage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전 지역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 팀에는 북부 뉴욕과 미국의 기타 지역 출신의 다른 공공 
전력 시스템의 송전선 요원, 나무 전지 요원 및 기타 멀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Long Island로 출장 
오는 유틸리티 작업자들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허리케인 Sandy는 특히 Long Island와 뉴욕 메트로 지역을 강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공공전력지원팀은 북부 뉴욕과 미국의 기타 지역 출신 선로 요원들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남부 뉴욕 지역사회들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은 가정과 업소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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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히 전력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능한 한 속히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던지고 있는 모든 요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뉴욕주의 도시전기유틸리티협회(MEUA)와 뉴욕주공공전력협회(NYAPP)는 NYPA의 요청에 의거 
여러 북부 뉴욕 공공 전력 시스템의 송전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Long Island에 선로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뉴욕주 바깥의 공공 전력 유틸리티 중에는 Seattle City Light, North Carolina의 Electric 
Cooperatives, Fayetteville Public Utilities, Orlando Utilities Commission, Tennessee Valley Public Power 
Association, Florida Municipal Power Agency, Santee Cooper, Lafayette Utilities System 및 Homestead 
Energy Services가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지시에 의거 우리 송전 요원들은 허리케인 전에 소집되면 정전을 겪고 있는 주의 
지역에 파견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NYPA의 사장 겸 CEO인 Gil C. Quiniones는 
말했습니다. “Long Island의 엄청난 비상과 대규모 정전을 감안하여 우리는 Long Island에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주지사에 의해 조율되고 있는 외부 지원의 일부로서 송전 선로 요원과 기타 
유틸리티 작업자들을 보내도록 북부 뉴욕 공공 전력 유틸리티와 미국의 기타 지역의 유틸리티에 
요청하였습니다. 뉴욕전력청은 또한 LIPA와 National Grid를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NYPA는 LIPA와 National Grid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 뉴욕 설비들의 송전선 요원들에 추가하여 고참 
엔지니어, 프로젝트 및 건설 관리자 그리고 환경보건 및 안전 전문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전소 및 송전 피더의 손상 평가를 위해 기타 숙련된 기술 요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을 전문으로 하는 NYPA 선로 요원들은 전주 공공 전력 유틸리티의 Utica 인근 Marcy 소재 
Frederick R. Clark Energy Center; Massena 소재 St. Lawrence-Franklin D.  Roosevelt Power Project; 
그리고 북부 Catskills 소재 Blenheim-Gilboa Pumped Storage Power Project 출신들입니다. 송전 
요원들은 선로 요원, 중장비 운전자 및 감독자들로 구성됩니다. 자원에는 머리 위 전선 수리를 위한 
트럭 탑재 공중 리프트 장비와 구멍을 뚫고, 전봇대를 설치하고, 드는 작업을 위한 송전 데릭 
기중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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