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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맨해튼 정전 후 전력 완전 복구 발표  

  

콘 에디슨(Con Ed) 회장 John MacAvoy와 변전소 시찰 및 언론 브리핑 실시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사태 조사 지시  

  

정전 중 웨스트사이드의 교통 보조를 위해 경찰관 200명 배치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지역에 비축된 50대의 조명탑 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타운 맨해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짧은 현장 브리핑 후, 주지사는 콘 에디슨(Con 

Edison) 회장 John MacAvoy와 정전을 유발한 변전소를 돌아보고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주지사는 웨스트사이드에 경찰 200명을 배치해 정전 중 교통정리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도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재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소방국(Office of fire protection and 

control),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직원들을 정전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지역에 비축된 50대의 조명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은 복구되었으나, 일부 교통 신호가 아직 

작동하지 않으므로 뉴욕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훌륭히 일해준 모든 비상 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뉴욕시 

경찰청(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주 경찰(State Police), 주 전력 

공무원, 모든 비상 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뉴욕처럼 중요한 도시에 정전이 발생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최고의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안정적이었지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밤의 정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에 지시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송전선 관련 문제로 미드타운 맨해튼 및 어퍼 웨스트 사이드 일부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최고조일 때,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 고객이 약 72,000명에 

이르렀으며 지하철 A, C, D, F, M 라인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주 

경찰(State Police),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및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콘 에디슨(Con Ed)과 계속 소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공공 서비스부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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