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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브루클린 정전 사태 지원을 위해 주 경찰관 200명, 발전기 100대, 

조명탑 50대 배치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에 콘 에디슨(Con Edison) 

정전으로 조사를 확대하도록 지시  

  

브루클린 일부에서 약 35,000명의 고객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루클린 플레부쉬의 정전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지난 

주말 웨스트사이드 맨해튼에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조사를 지시한 후, 콘 

에디슨(Con Edison) 정전으로 조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경찰관 200명, 발전기 100대와 조명탑 50대 및 주 비상관리국(State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의 인력과 지휘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초저녁, 콘 

에디슨(Con Edison)은 브루클린 퀸즈 통제 센터(Control Center)가 전력 시스템의 일부 

과부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망을 차단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브루클린의 다음 지역 

내 고객 약 35,000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나르시, 밀 베이슨, 

버건 비치, 조지타운, 플랫랜즈. 공공 서비스부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및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가능한 한 빨리 고객들에게 전력을 재공급하도록 지원 및 독려하기 위해 콘 

에디슨(Con Ed)과 지속적 소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콘 에디슨(Con Ed)과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으며, 그들은 이보다 더 잘 대비했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며, 

브루클린에 발생한 정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정전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관 200명, 발전기 100대와 조명탑 50대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지난주 맨해튼에 발생한 

정전으로 조사를 확대해 오늘 밤 브루클린의 정전까지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런 

상황에는 이웃, 특히 노인분들을 살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13일, 미드타운 맨해튼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일부에서 송전선과 관련된 문제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최고조일 때, 전력을 공급받지 못한 고객이 약 

72,000명에 이르렀으며 지하철 A, C, D, F, M 라인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콘 에디슨(Con Edison) 및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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