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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하철 시스템의 전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적각적인 조치 발표  

  

지하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Con 

Edison 씨에게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장  

  

전력 장애 및 전원 공급 중단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지하철 시스템에 위기 대응팀(Crisis 

Response Team)을 파견하는 Con Edison 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의 John Rhodes 위원장이 지하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Con Edison 씨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지하철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Con Edison 씨의 장비 고장에 대한 공공서비스위원회(PSC)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John Rhodes 위원장은 Con Edison 씨가 

기존 장비 고장을 반드시 분석하고 철저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Con Edison 씨는 

반드시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위기 대응팀(Crisis Response Team)을 지정해서 파견해야 

하며 월간 보고서를 통해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 그 성과를 계속 알려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 개월 동안 전력 관련 문제로 인해 32,000 

번 이상의 지하철 운행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Con Edison 씨는 반드시 지하철 시스템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시를 통해 Con Edison 씨는 

21 세기 지하철 시스템의 승객을 지원하기 위해 21 세기에 맞는 장비 및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Con Edison 씨는 추가 인력을 파견해서 모든 전자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센서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고급 통신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hodes_to_McAvoy.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andrew-m-cuomo-directs-investigation-con-edison-equipment-failure-affecting-mta-subway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Rhodes_to_McAvoy.pdf


  

Con Edison 씨는 비상 발전기가 미리 배치된 비축기지를 만들고 모든 알루미늄 케이블을 

고장에 강한 새로운 구리 케이블로 교체하며 시스템의 한가지 전력 장애로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 Edison 씨는 지하철 시스템 전반의 신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 공급 및 전력 

품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Con Edison 씨는 맨홀 내의 장비, 

연동 장치 및 스테이션 장비, 고압 변전소를 지원하는 장비 등을 검사해야합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원회 

명령(Commission order)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 주 회기에 긴급 명령(emergency 

order)의 발동을 고려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 직원들은 Con Edison 

씨의 소유로 운영되는 전기 장비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소유로 운영되는 전기 

장비, 장비 상태, 장비를 양호한 수리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지하철 시스템에서 정전 및 서비스 

중단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Con Edison 씨가 장비 상태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시스템에 공급하는 전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 

일은 대단히 긴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의 덥고 습한 기간 동안 

대중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종종 열차가 전력을 상실하여 냉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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