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산불안전프로그램 

롱폼 동영상 대본 - 2020년에 새롭게 바뀐 것은? 
 
California의 산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PG&E는 서비스 지역 전역에 걸쳐 산불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전기 시스템의 일부가 위협받을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PG&E가 정전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공안전전력차단이라고 합니다. 
 
공공안전전력차단(PSPS)의 유일한 목적은 악천후가 이어지는 동안 치명적인 산불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해 PG&E는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고객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PG&E는 과거 정전 사례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점을 배우고 있으며, 고객을 위해 정전을 보다 

소규모로, 짧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G&E의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작년의 유사한 기상 사태와 비교해 각각의 PSPS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수를 약 1/3 줄이는 것입니다. 
 
PSPS를 보다 소규모로 시행하기 위해 PG&E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전선 및 송전선 모두에 스위치 및 구분화 장비를 추가하여 정전 규모 제한 

• 안전한 지역사회의 경우 임시 발전기를 사용해 조명을 계속 켤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개발 

• 송전선 매설 작업 실시 
 
PG&E는 또한 2019년 대비 복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심각한 기상 상태가 지나간 후 낮 12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영향을 받은 고객 98%의 전력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PSPS 정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PG&E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차단 기간 동안 전용 헬리콥터를 35대에서 65대로 거의 두 배로 확대  

• 야간 송전선 점검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갖춘 항공기 2대 사용 



• 보다 신속한 점검을 위해 현장 인력 추가 
 
 
또한 정전 전과 후, 그리고 정전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과 지역사회에 보다 포괄적인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의료적 니즈가 있고 자립 생활을 해야 하는 고객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천후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상기술 개선  

• 고객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용량 강화 

• 전력 차단 및 복구 예상 시간대에 대한 고객 경보 및 알림 개선 

• 커뮤니티 자원 센터 개선 

• 지역 정부 기관 및 중요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조율 개선 

•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의료적 니즈가 있는 고객 지원 
 
 
전력 차단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력이 

필요한 고객을 중심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전력 차단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PG&E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고객이 받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적 니즈 및 자립 생활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ge.com/disabilityandaging을 확인하세요. 
 
PG&E의 산불 안전 노력과 공공안전전력차단 개선 방식에 대한 최신 정보는 

pge.com/wildfire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