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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력망 복구를 위한 160명의 전기공이 푸에르토리코에 도착 발표 

  

복구 작업에 100대 가까운 차량과 특수 장비 투입  

  

이번 주말 220명의 전기공이 추가로 투입 준비  

  

15명의 피해 감정사, 연방 비용 변제로 푸에르토리코 정부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9월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력망 복구를 지원하려 160명 이상의 뉴욕주 공공 

및 민간부문 전기공과 100대 가까운 차량이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220명의 추가 전기공과 특수 장비를 갖춘 180대 

이상의 추가 차량이 진행 중인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하여 이번 주말에 푸에르토리코에 

투입할 자원에 포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icardo Rosselló 주지사는 최근에 섬 내의 전력 복구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뉴욕과 기타 주에 공공부문의 자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공공부문 동업 

조합에서 이 요청에 응하여 섬에 자원을 보내기로 약속하였으며 뉴욕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익 자원들이 이에 응하여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 

투입한 전기공과 전문가들은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콘에디슨(Con 

Edison), 아반그리드(AVANGRID), 피세그(PSEG),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및 

센트럴 허드슨 가스 전기공사(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에서 

파견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광범하게 진행 중인 

복구 작업에 계속하여 인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력망 수리 지원과 재해 

복구의 필수품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뉴욕의 공공시설 직원과 

엔지니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모든 힘을 합쳐 푸에르토리코의 

형제자매들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훌륭한 고향으로 재건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파견 요원들은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 작업 지원에 직접 투입될 것입니다. 주지사가 

11월 2일에 발표하고 최근에 배치한 인원에는 NYPA가 인솔하고 전력공급시스템의 

피해 평가를 담당하는 28명의 전력복구 작전(Tactical Power Restoration) 팀이 

포함됩니다. 뉴욕주 전기공들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과 직접 조율하고 미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와 협조하여 파손된 전력 시스템 복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투입 

조치는 15명의 피해 감정사가 연방 긴급사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제출하는 필요한 자금지원 청구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순리롭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착한 물품들과 요원들은 Cuomo 주지사가 9월 22일과 9월 29일에 

푸에르토리코에 파견한 NYPA 기술 전문가들의 기존 배치를 따릅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불어닥친 후 NYPA 팀은 즉시 PREPA 팀에 합류하여 전력망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섬 내에 있는 거의 전부의 360개 변전소에 대한 점검을 

포함합니다.  

  

NYPA 회장 겸 CEO Gil C. Quinion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전력망 

복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롱아일랜드에 불어친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처와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은 복구된 후 더욱 강한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뉴욕의 공공부문은 이런 폭풍 후 복구 경험과 이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소망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콘에디슨 주식회사(Con Edison, Inc.) 회장 겸 CEO John McAvo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객과 직원은 푸에르토리코와 강력하고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요원들은 섬 내의 전력망 복구를 위하여 경험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팀을 조직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 드리며 전력 

복구를 협조할 기타 많은 기관과의 공동작업을 기대합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뉴욕지사 사장 Ken Dal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긴급상황 대응을 계속 이끈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리며 폭풍의 재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복구 서비스를 돕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상호 협조는 에너지 

사업의 전통이며 우리가 5년 전에 뉴욕에 엄청난 재해를 입힌 수퍼스톰 샌디를 

기억하는 연고로 우리는 얼마 전에 플로리다와 기타 지역을 지원했던 것처럼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SEG 롱아일랜드지사 사장 겸 업무집행 책임자 Dan Eichhor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SEG 롱아일랜드의 직원들은 강력한 기업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매일 지역사회 협력에 

참여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이 중요한 정신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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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합니다. PSEG 롱아일랜드의 70명 가까운 직원들이 NYPA와 뉴욕의 기타 전력 

공급에 참여하여 중요한 임무를 완성할 기회에 네 번이나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 이런 인도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진짜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반그리드 네트워크(Avangrid Networks)의 CEO Bob Kump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견뎌야 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팀이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팀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안전하고 신뢰도가 더욱 높고 

이전보다 회복력이 더 강한 전력망 복구에 전념합니다.”  

  

센트럴 허드슨 가스 전기공사(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회장 겸 CEO 

Michael L. Mos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 서비스 회복은 푸에르토리코의 건강, 

안전 및 행복한 주민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이 섬에 제공하는 

지원을 전면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각에 고객의 수요에 맞는 뉴욕의 사태 

대비 목적에 합동 작업을 통해서만이 완수할 수 있도록 20개 계약기관으로부터 

인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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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 

웹페이지(Governor's 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for Puerto Rico 

webpage) 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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