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퀸즈의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 변전소에서 발생한 송전 

중단 사태의 원인을 조사할 것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촉구  

 

전력회사 규제기관, 지역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전 문제 및 정전 사태를 초래한 

전력회사 장비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지난밤 9시 직후에 퀸즈의 아스토리아 소재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 변전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송전 중단 사태의 원인을 

조사할 것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민간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예비 발전기가 가동된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지하철 7호선,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시정부 관할 교정 시설 등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변전소 및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퀸즈에서 발생한 송전 중단 사태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으며, 변전소와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의 장비 안전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 중단 사태에 대해 조사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콘 에드(Con Ed) 전력회사와 협력할 것을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촉구합니다.”  

 

변전소 주변의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는 현장 주변의 

수자원 시설에 환경보존부 유출 대응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Spill Team)을 배치했습니다. 유출 대응팀(Spill Team)은 물 속에서 단지 소량의 

물질만을 발견했습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에 따르면, 지난밤 9시 12분경에 퀸즈의 아스토리아 

소재 20 번 애비뉴(20th Avenue)와 32 번 스트리트(32nd Street)에 위치한 아스토리아 

이스트 변전소(Astoria East Substation)에서 송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38,000 볼트 

용량 장비의 전기적인 결함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전기적인 아크 



섬광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의 직원들은 뉴욕 

소방서(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와 함께 이 사태에 대처했습니다. 손상을 

입은 장비는 변전소 내의 단일 구역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는 목요일에 발생한 송전 장애 사태가 배전을 위해 

고전압 전력을 더 낮은 전압으로 낮추는 변전소에 설치된 전압 모니터링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회로 차단기와 유사한 

장치가 작동하여 손상을 입은 장비의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전기 섬광을 유발하는 전기가 계속 흘렀습니다. 손상을 입은 

장비는 변전소 내의 단일 구역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와 뉴욕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든 전력회사들이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 안전 전문가팀이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해당 변전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즉각적인 조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콘 에디슨(Con Edison) 전력회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주요 송전선을 복구했으며,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일부 시설이 

정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정전 사태가 완전히 복구된 후 이 공항은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의 경우, 정상 

복구되었으며 이 노선의 지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심각한 

다른 정전 사태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원을 만들기 위한 뉴욕의 지속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2년 전에 Cuomo 

주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과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상의 결함 

때문에, 인디안 포인트의 원자로 폐쇄 조치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뉴욕은 2040년까지 뉴욕주 소비 전력을 100 퍼센트 탄소 중립적인 전력으로 

전환하는 녹색 뉴딜 정책을 개시하여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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