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주정부, 지하철 시스템의 전력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콘 

에디슨(CON EDISON)에게 명령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및 수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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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PSC)가 지하철의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개선하여 향후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중요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에너지 기업인 콘 

에디슨(Con Edison)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승객들은 전체 

지하철 시스템의 전력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반복되는 지연 사태에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주정부의 유틸리티 규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은 여러 차례 발생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의 정전 사태를 조사했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remediation plan)을 콘 에디슨(Con Edison)에 하달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개선 사항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지난 12 개월 동안에만 전력 관련 문제로 인해 지하철이 32,000 회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운행 중단 사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1. 정전  

2. 시스템을 자동안전장치 모드(차단)로 강제 전환시키는 잦은 전압 상승  

3.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는 잦은 전압 강하  

4. 정전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전력 백업 시스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함께 필요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콘 에디슨(Con Edison)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진행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할 작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일정을 

세웠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프로젝트는 6 개월 이내에, 그 

다음 우선 순위에 따른 프로젝트는 9 개월 이내에, 전체 프로젝트는 1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공 이익을 위한 에너지 연구를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전력 

연구원(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이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대리인/컨설턴트로 활동할 것이며, 이전에는 파슨스 브린커호프(Parsons Brinckerhoff)로 

알려졌던 WSP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에이전트/컨설턴트로 활동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주당 7일간의 작업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전력 흐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수리하는,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작업 중 

가장 종합적인 전력 점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철도용 변전소, 맨홀, 

케이블, 대지 경계선 박스, 에너지 분배실, 신호 중계실, 신호 접속 박스, 선로, 신호, 선로 

주변 장비, 연동 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점검 및 수리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시스템 전체에 제공되고 있는 전력 품질에 대한 의문점을 

유발하는 전기 관련 장비의 고장을 올해 4 월과 5 월에 처음으로 파악했습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은 장비 고장을 일으키지 않거나 또는 장비 고장의 원인을 제거한 

지하철 선로 및 신호 시스템 전체에 우수한 품질의 전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정부의 초기 조사에는 2017년 5월 7일과 5월 9일에 두 차례 발생하여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시스템에 피해를 끼친 다른 두가지의 전력 관련 사건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5 월 7 일 패러것 변전소(Farragut transmission substation)에서 콘 에디슨 변압기(Con 

Edison transformer) 한 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초래된 전압 변화가 드칼브 스테이션(DeKalb 

station)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드칼브 스테이션(DeKalb station)의 신호 시스템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이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장소의 전력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5월 9일에 신호가 정지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 개선 계획(PSC Remediation Plan)에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작업과 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설정된 영역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대략 첫 육개월 동안 정밀한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나머지 

영역은 12 개월 이내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력 연구원(EPRI)은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기술 자문을 담당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파슨스 브린커호프(Parsons Brinckerhoff)로 알려졌던 WSP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며 콘 에디슨(Con Edison) 및 전력 

연구원(EPRI)과 협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이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체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콘 에디슨(Con Edison)이 제공해야 합니다. 수 년에 걸쳐 시스템 전체에 일시적인 

개선책만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John B. Rhode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행 중단 및 지연 사태로 인해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이동하는 승객 수백만 명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제공되는 전력 서비스의 개선, 유지 보수, 고장 수리에 필요한 자원과 

충분한 협력을 콘 에디슨(Con Edison)이 제공하도록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이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콘 

에디슨(Con Edison)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 개선 계획(PSC Remediation Plan)의 지시에 따르면 콘 에디슨(Con 

Edison)은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맨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 콘 에디슨(Con Edison)에게 모든 오작동을 알리기 위해 모든 맨홀에 센서를 

설치하고 케이블에 대한 적외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 대지 경계선 박스(Property Line Boxes) 및 전기 배전실(Electric Distribution 

Rooms)을 점검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또는 대리인인 WSP)는 

점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연동 장비를 검사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점검 목록을 결정합니다.  

• 콘 에디슨(Con Edison)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 사이에 새로운 스마트 

계량기와 보다 효과적인 통신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알루미늄 재질의 전도체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리 재질의 전도체로 

교체합니다.  

• 17 곳의 “핫스팟(hotspots)”을 중복하여 설치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과 

협력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중복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합니다.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 전용 안전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 핵심 운영 

직원을 제공합니다.  



•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 연구원(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전력의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 송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현대화에 동의합니다.  

• 콘 에디슨(Con Edison)은 전력 연구원(EPRI)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TA)에서 

작동하는 모든 선로 장비 및 신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 콘 에디슨(Con Edison)은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 제출합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설정된 지역은 6 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완료하며 나머지 점검은 12 

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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