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력망 재건, 비상 준비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선출된 

PEDRO PIERLUISI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와 지원 합의안 체결 발표  

  

뉴욕주 전력청과 푸에르토리코간의 파트너십 갱신  

  

전력청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과거 상호 지원 합의를 한층 발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재건 및 재구성, 유틸리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미래의 폭풍 및 지질 현상 관련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과의 합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Cuomo 주지사가 2019년 발표한 합의에 기초하며, 뉴욕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전, 송전, 전력 분배 책임이 있는 정부 소유 기업과 

협력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뉴욕은 처음부터 발벗고 나서 푸에르토리코에 자원을 

제공하고 우리 이웃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갱신을 

통해 우리는 계속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시스템을 이전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다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극심한 기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edro R. Pierluisi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전력청이 푸에르토리코 국민과 맺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허리케인 마리아의 여파로 피해를 입었을 때 뉴욕 유틸리티 팀이 제공해주신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NYPA는 푸에르토리코가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정한 부문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술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작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연방 복구 지원금이 푸에르토리코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재건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electric-grid-support-puerto-rico-and-us-virgin-island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dditional-electric-grid-support-puerto-rico-and-us-virgin-islands
https://www.fema.gov/press-release/20200916/tres-anos-del-huracan-maria-las-asignaciones-de-fema-ascienden-7300-millones


 

 

지원금을 제공한 이후, NYPA 팀은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90일 동안 

PREPA와 긴밀히 협력하여 FEMA 지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초점을 둔 최신 유틸리티 법규 및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목록, 일정, 비용 예상 등에 대한 상세한 10년 계획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NYPA의 Gil C. Quinones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PA는 우리의 

지침을 제공하여 푸에르토리코의 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세계에서 상호 원조는 본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까이서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판단하고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더욱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래의 폭풍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PREPA의 Efran Paredes Maisonet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전력청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은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피해 이후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여 협력을 통해 전기망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10년 

인프라 계획을 실시하는 단계에 진입하여 협력자인 뉴욕의 귀중한 조언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NYPA는 푸에르토리코 유틸리티가 FEMA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작년 초에 지진 발생 후 50개의 에너지 변전소를 검사하고 섬 전역의 수백 개의 

주택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NYPA는 보험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 평가 및 비용 견적을 준비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주 운영 수력 발전소를 다수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NYPA는 또한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소형 수력 발전소 7개를 비롯하여 수많은 댐의 운영 상황 및 구조 청렴성과 

관련하여 업계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새로운 합의 조건에 따라, NYPA는 푸에르토리코 전력망 

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다음의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기술 지원 및 옹호  

NYPA는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섬의 전력 시스템을 재구축 및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준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섬에서 발생한 매우 파괴적인 기상 상황에 

대하여 섬이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YPA는 전력 시스템 모델에서 PREP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비에케스 및 쿨레브라 섬에 통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틸리티 운영자는 해당 자원을 관리하고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개혁 관리 및 운영  

NYPA는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가 미국 역사 상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인 2012년 수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 발생 후 전력 및 

인프라 요구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 NYPA의 경험을 활용하여, PREPA가 전력망을 

재건하고 관리 및 운영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 강화  

NYPA는 PREPA가 비상 대응 능력 및 복원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전력청은 대규모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의 

핵심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에너지 운영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유틸리티 규제 기관인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은 뉴욕주의 유틸리티 업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상 대응 계획을 개선하고 기상 상황 발생 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며, 자본 투자 진행 시 전력 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활동은 2017년 9월 허리케인 이르마(Hurricanes Irma)와 마리아 발생 

후 푸에르토리코 전력 재개를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7년 

11월에서 2018년 4월 사이, 뉴욕 전력청은 뉴욕주 공공 근로자 450명 이상을 지휘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전력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송전 및 배전선의 필수적인 

수리를 마치기 위해 수백 대의 버킷 트럭, 채굴기, 굴착기 및 기타 전문화된 장비들을 

동원하였고 전력 복구를 위해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전력 복구를 진행 중인 뉴욕주 공익시설 복구에 관한 동영상은 NYPA 

유튜브(YouTube)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뉴욕주 전력청 소개 

뉴욕주 전력청은 16대의 발전 설비와 송전선 회로 1,400마일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립 공공 전력 기관입니다. 뉴욕 전력청이 생산하는 전기의 80% 이상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수력 발전 전기입니다. 뉴욕 전력청은 세금 또는 주 정부의 세금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채권 판매와 전력 판매로 얻은 상당한 액수의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nypa.gov 그리고 다음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및 링크드인(LinkedIn).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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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_5XDOLQny9Xb7W6wICkHzw
https://www.youtube.com/channel/UC_5XDOLQny9Xb7W6wICkHzw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f2e6f63-b0b55601-ef2c9656-000babd9069e-c4f7ead8d5b93c48&q=1&e=bd48bbc9-4d0e-4eb4-98f3-cfc6bc82e254&u=http%3A%2F%2Fwww.nypa.gov%2F
https://twitter.com/nypaenergy?lang=en
https://twitter.com/nypaenergy?lang=en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3073dbb-0c9c04d9-5305c48e-000babd9069e-ef78a1d03ab1ef11&q=1&e=bd48bbc9-4d0e-4eb4-98f3-cfc6bc82e254&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PAEnergy%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3073dbb-0c9c04d9-5305c48e-000babd9069e-ef78a1d03ab1ef11&q=1&e=bd48bbc9-4d0e-4eb4-98f3-cfc6bc82e254&u=https%3A%2F%2Fwww.facebook.com%2FNYPAEnergy%2F
https://www.instagram.com/nypaenergy/?hl=en
https://www.instagram.com/nypaenergy/?hl=en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c5ee2d7-43c5dbb5-1c5c1be2-000babd9069e-5fe6d77504ac0130&q=1&e=bd48bbc9-4d0e-4eb4-98f3-cfc6bc82e254&u=https%3A%2F%2Fnypaenergy.tumblr.com%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c5ee2d7-43c5dbb5-1c5c1be2-000babd9069e-5fe6d77504ac0130&q=1&e=bd48bbc9-4d0e-4eb4-98f3-cfc6bc82e254&u=https%3A%2F%2Fnypaenergy.tumblr.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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