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푸에르토리코에 전력회사 직원 배치  

 

CNN에 출연한 Cuomo 주지사, 화이트피쉬(Whitefish) 전력회사 논란 이후 전력회사 

직원 및 장비 배치 요청  

 

Cuomo 주지사: “모든 문제가 전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펌프도 작동하지 않고, 집을 청소하기 위한 장비도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지속적인 복구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화이트피쉬(Whitefish) 전력회사 논란 이후 전력회사 직원 및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 Fredricka Whitfield의 CNN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주지사의 인터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redricka Whitfield: 주지사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Cuomo 주지사: 출연 요청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주지사님께서 오늘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화이트피쉬(Whitefish) 회사와 화이트피쉬(Whitefish) 계약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지사는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앞서 언급한 대로 주민 70 퍼센트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비해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또한 “상호 원조” 시스템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근간으로 삼은 주정부 간의 상호 원조 

협정(mutual aid compact)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우리는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5 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상륙 당시 우리를 돕기 위해 약 25 개 주에서 유틸리티 트럭을 뉴욕에 보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 한 곳에 맡기기보다는, 주지사는 상호 원조의 실천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른 주들에게 트럭, 대원, 전봇대 굴착팀, 전봇대 고정팀, 전력선 

가설공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추후 상호 원조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뉴욕주에서만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전력회사 직원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찌 되었든 이 

일을 끝내기 위해 그것이 더 신속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현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redricka Whitfield: 따라서 Rosselló 주지사는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그런 

종류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파견 가능한 증원 요원들에 대한 상세한 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수백 명의 대원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이상도 보낼 수 있을까요?  

 

Cuomo 주지사: 아시듯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an power authority)에 

대원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푸에르토리코 방문 시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1,000 명에서 2,000 명 정도의 대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가 뉴욕과 롱아일랜드를 휩쓸었을 때, 우리는 

6,000 명의 대원들이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며칠 만에 모였습니다. 이제 

푸에르토리코와의 사이에 바지선에 버킷 트럭들을 싣고 운송해야 하는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에서의 물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 6,000 명의 숙식은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하지만 물류적인 

측면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 화이트피쉬(Whitefish) 전력회사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에서, 우선 이 일이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금 이 조사 등으로 인해 이 문제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벌써 36 일 째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전기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들입니다.  

 

Fredricka Whitfield: 상호 원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끼고 계신지요? 그리고 

민간 업체와의 계약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민관이 모두 함께 협력하도록 

하실 계획입니까?  

 

Cuomo 주지사: 상호 원조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민간의 계약업체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뉴욕주에는 공공 전력 기관이 있고 

뉴욕주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 주정부와 이 주정부의 산하 

기구를 통해 파견될 것입니다. 그런 후 제반 비용은 연방정부에게 청구됩니다. 하지만 

전기 없이 지내는 36 일 동안, 다수의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들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한 곳이 이 나라 안의 어떤 다른 주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텍사스 

주민 또는 뉴욕 주민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민이었다면, 우리가 보게 될 언론 보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인들입니다. 그들을 미국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합시다.  

 



 

 

Fredricka Whitfield: 그래서 개선되는 속도가 아직 충분히 빠르지는 않지만 주지사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의 방문 사이에 진행된 개선 사항을 

목격하신 것이 있는지요?  

 

Cuomo 주지사: 아주 조금. 모든 문제가 전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펌프도 작동하지 않고, 집을 청소하기 위한 장비도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피쉬(Whitefish) 

전력회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님은 그곳에서 

필요한 수천 명의 대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수에 가까워지지 

않았으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일을 수행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나라에서 월 단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로리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뉴욕주는 전력회사 직원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돕고 

귀환시킵니다. 36 일이나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2 류 미국인들처럼 대우한다고 

생각합니다.  

 

Fredricka Whitfield: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rew Cuomo 뉴욕주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Cuomo 주지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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