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의 중요 전력 복구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파견된 

공익시설 인력 교대조 발표  

  

전력 복구 작업에 추가 투입된 신규 팀으로 섬의 전력 및 인프라를 복원하는 뉴욕주 

근로자를 450명으로 유지  

 

최근 복구 작업 진척 현황에 관한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9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심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전력망을 복구하기 위해 투입될 뉴욕주 공익시설 복구 팀을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National Grid 인력 46명을 포함한 최신 

복구 팀을 파견하여, 뉴욕주 인력 450명 이상이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복구 작업에 

투입된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과 주정부의 투자 공공기관의 자원봉사가 11월 파견된 직원과 교대할 

예정이며, 연말 연휴 기간 동안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작업을 착실히 지원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도우며, 

뉴욕주가 연대하여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복구 작업을 돕는 방식에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이웃들이 향후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탄력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매일 전력망을 성공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튼튼하게 재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Ricardo Rosselló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의 공익사업 상호 원조 요청에 

응답하여 먼저 11월 초 뉴욕 공익시설 복구 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주로 전력 전송 및 

할당, 피해 평가사 및 일반 지원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송전선 수리 작업에 착수하고 기타 

인프라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교대 근무합니다. 해당 팀은 일주일에 7일, 매일 16시간 동안 전력망을 

복구해 왔습니다. 전력망 복구 과정에 관한 동영상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MvwhXzgKOE#_blank
https://www.youtube.com/watch?v=ytZBLTVtuP0&list=PLX9iJ2FjiCcDZWZTYRrD_x12gd9T1FUO8#_blank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현지에서 복구 작업 중인 뉴욕주 

공익시설 복구 팀과, 특히 주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매일 전력망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관계자 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파견으로 전력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복구 작업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추가 인력, 특히 새로운 관계자가 

복구 작업에 동참함에 따라 복구 작업에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Ken Daly National Grid 대표 및 CO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해 주신 당사 직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이웃 주민이 모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복구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조율로 뉴욕주는 전례 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며, 개인적으로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복구 지원 작업을 인정하고 크게 감사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의 Dan Eichhorn 

사장 겸 최고 운영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지원하는 주지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봉사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직원 

및 도급업체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회복력과 감사로 겸허해졌을 뿐 아니라, 엄청난 

피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Michael L. Mosher Central Hudson 대표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entral 

Hudson은 푸에르토리코가 중요 전력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뉴욕주의 지속적인 

복구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해가 허드슨 강 계곡을 덮쳤을 때 상호 

지원 원조를 받은 것에 감사했던 것처럼, 당사는 다른 이웃이 숙련된 근로자와 복구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José E.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푸에르토리코 주민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위기의 사건을 계속 무시하는 동안, 뉴욕주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Nydia Velázque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제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상륙 후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을 때, 뉴욕주가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복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지역사회를 재건할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에 파견되었던 



 

 

남녀 근로자가 이루어 낸 성과와 오늘 배치된 남녀 공익시설 근로자의 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푸에르토리칸/히스패닉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의장 Marcos 

Crespo 하원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를 

입은 주민 수백만 명이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복구에 주력하는 근면한 남녀 

근로자는,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지형에서 일하기 위해 본토에 집과 가족을 남겨두고 

왔기에 더더욱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공익시설 근로자 교대로 푸에르토리코를 

돕기위한 뉴욕주의 약속과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갑니다. 재해 대응 및 복구 작업에 뉴욕주 

자원을 집중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만들며 

지역사회 전반에 영감을 불러 일으켜 보다 튼튼한 지역사회를 재건해 나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푸에르토리코 에너지 탄력성 실무 그룹(Puerto Rico Energy 

Resilien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푸에르토 리코 전력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 

효율적,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화석 연료 수입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담긴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 1월, 미국 전력 공급 업계는 푸에르토리코에 추가 전력 근로자 1,000명 이상과 수백 

대의 추가 트럭 및 장비를 파견하여 전력 복구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소유 

전력 공급 회사를 위한 상업 조합인 에디슨 전기 연구소(Edison Electric Institute)는 미국 

공영 전기 사업자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및 국가 농촌 전력 

협동조합(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과 협력하여 국가적 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통합 긴급 대응 본부는 푸에르토리코의 긴급 사고 대응 팀으로 지정되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과 미 육군 공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해당 본부는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Con Edison, AVANGRID, PSEG, National Grid 및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의 공익시설 자원봉사자를 감독합니다. 산후안 지역의 전력 복구에 주력한다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팀은 향후 복구 인력의 추가 투입 

준비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9월 이후로, NYPA는 전력 할당 시스템 피해를 평가하는 전략적 전력 복구 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파견된 회계사 팀, PREPA가 피해 정도를 분류하고 360개 변전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 전력 시스템 전문가를 비롯하여, 푸에르토리코 전문 인력 파견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lan-transform-puerto-ricos-electric-power-grid-withstand-future#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plan-transform-puerto-ricos-electric-power-grid-withstand-future#_blank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PRERWG_Report_PR_Grid_Resiliency_Report.pdf#_blank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푸에르토리코 전력 복구를 진행 중인 뉴욕주 공익시설 복구 팀 및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동영상을 NYPA 유튜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na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y.gov%2Fprograms%2Fempire-state-relief-and-recovery-effort-puerto-rico-and-us-virgin-islands%23_blank&data=02%7C01%7CDanielle.Manupella%40digital.ny.gov%7C7f742296d99748cdddab08d51255eb2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1%7C0%7C636435082602684603&sdata=sPRGoO8q4iSWwPlh%2Fd1O4tDXRPqLhbCDRdv%2B8psN4nE%3D&reserved=0#_blank
https://www.youtube.com/channel/UC_5XDOLQny9Xb7W6wICkHzw#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