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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소모스(SOMOS) 콘퍼런스에서 뉴욕주가 푸에르토리코에 최첨단 전력 

시스템 건설 지원할 것이라 발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전기 그리망 현대화 

및 강화를 추진하여 미래 폭풍에 대한 복원력 향상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40,000개 가정을 담당할 수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첫 번째 디지털 

변전소를 건설하고, 이것을 섬 전체 17개 기타 변전소에 동일하게 적용  

  

새로운 변전소 자동화 연구소에서 최신 변전소 자동화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 및 기술자 

훈련 예정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소모스(SOMOS) 콘퍼런스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가 섬의 전력망 강화 및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첨단 전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 최초의 자동 디지털 변전소를 건설하고 최대 40메가와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최대 40,000대의 주택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동 디지털 

변전소는 산 후안 메트로 지역의 모나실로 통제 센터(Monacillo Control Center)에 

건설되며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홍수가 발생한 17 개의 변전소를 

재건하기위한 모델로 사용됩니다. 또한 뉴욕주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엔지니어는 모나실로에 위치하며 최신 변전소 자동화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 및 

기술자를 교육에 사용될 변전소 자동화 실험실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동료 미국인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계속 복구의 길을 걷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과 훈련 전문성은 섬을 더 강하게 재건하고 미래의 

폭풍에 맞서 복원력을 개선하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악몽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전력청(NYPA)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uerto Rico Electric Power 

Authority, PREPA)과 협력하여 쿨레브라 발전소를 재건하여 섬 시스템이 본토에서 전력 

장애를 겪을 경우 쿨레브라와 비에케스 양쪽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전력청(NYPA)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을 도와 태양 

전지 패널, 배터리 저장 및 비상 발전기를 통합하는 쿨레브라 및 비에케스의 두 가지 

하이브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계획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이곳에 필요한 폭풍 복원력과 

백업 전력 옵션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또한 새로운 변전소와 지하 전력선을 통해 폭풍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마카오 산업 지구(Humacao Industrial District)를 현대화 및 강화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푸에르토리코 7개 

지역의 모델 전기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대형 제약 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력 중단 없이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푸에르토리코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지난 달, Cuomo 주지사는 전력청(Power Authority)에 푸에르토리코 현지 지원을 

제공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전력청 엔지니어 및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뉴욕주 

전력청(NYPA) 팀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의 기술 직원과 함께 섬의 발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 해결 및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최신 정전을 완화하고 향후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신 추가 지원은 2018 양해각서(2018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양해각서는 푸에르토리코가 

전력망을 재구축하고 유틸리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미래의 심각한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력청(NYPA)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이 체결한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태양광판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영토 전체의 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력청(NYPA)은 미국 공공 전력 협회(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s)의 

상호 원조 과정을 통해 설립된 파트너십을 통해 2017년 가을에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 발생 이후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회수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20명 이상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한 뉴욕주 전력청(NYPA) 팀은 연방응급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및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상호 원조 자금을 통해 

거의 모든 섬의 330개의 변전소를 평가하여, 현재 홍수 또는 손상 피해를 입고 고층 또는 

고층 플랫폼에 재건할 시설 17개를 파악했습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4월 사이에, 

뉴욕주 전력청(NYPA)가 이끄는 1,000명 이상의 뉴욕주 공공 시설 요원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상호 원조 자원 요청에 

응답하여 전력 회복을 돕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파견되었습니다. 뉴욕주 유틸리티 

https://urldefense.proofpoint.com/v2/url?u=https-3A__www.governor.ny.gov_news_governor-2Dcuomo-2Dannounces-2Dadditional-2Delectric-2Dgrid-2Dsupport-2Dpuerto-2Drico-2Dand-2Dus-2Dvirgin-2Dislands&d=DwMGaQ&c=7ytEQYGYryRPQxlWLDrn2g&r=MhT_VNB-_PHBBnfv7U2E4mcRBaAQgWoTCVK3VstUsVE&m=sZAYih6dwfi3O7n3wKtolcZ2z692zYmRo1Q9ca6qlC0&s=cR2yoHZvYV2taMTM3XUslR5krlYvpM3yM5EObyY2EUw&e=
https://protect2.fireeye.com/url?k=2c1ed497-703a22f6-2c1c2da2-0cc47a6d17e0-0d0c18ef4bf4e558&q=1&u=https%3A%2F%2Fwww.nypa.gov%2Fnews%2Fpress-releases%2F2018%2F20180921-pr
https://protect2.fireeye.com/url?k=2c1ed497-703a22f6-2c1c2da2-0cc47a6d17e0-0d0c18ef4bf4e558&q=1&u=https%3A%2F%2Fwww.nypa.gov%2Fnews%2Fpress-releases%2F2018%2F20180921-pr


 

 

요원들은 항시 약 45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산후안 메트로 지역의 초기 전력 복원 

작업에 초점을 맞춘 송전선 및 기타 전기 인프라 작업에 대한 수리를 수행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Gil C. Quiniones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피해가 발생한 첫 번째 날 이후로부터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전력청(NYPA)는 푸에르토리코의 전기 시스템을 

복원하고 미래의 폭풍에 대비하여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특히 파괴적인 열대 폭풍에 취약하며, 뉴욕주 전력청(NYPA)는 

뉴욕주의 유틸리티 전문 기술을 섬에 도입하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 아름다운 섬의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저렴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url?k=4046b8da-1c624ebb-404441ef-0cc47a6d17e0-534a95a948109900&q=1&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0645581C2872F78F852584AB006D978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