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PS: 복구 
 

내레이터: PG&E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 고객과 커뮤니티의 안전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뭇가지와 잔해물이 전기가 통하는 전력선에 닿아 설비가 손상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천후 시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공 안전 전력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PSPS))이라고 합니다. PG&E는 

고객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이 유일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당사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사는 당사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들고 당사 고객과 커뮤니티를 위해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연중무휴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Oregon, Washington과 더불어 기타 여러 

서부 지역 주의 산불 발생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산불 발생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도구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기 예보상 심각한 악천후가 예상되어 

사람들의 안전, 생명, 주택, 사업체가 산불의 위험에 처할 때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을 개시합니다. 

PG&E가 전력 차단을 개시하고 나면, 당사는 악천후가 지나간 후 전력을 안전하게 복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PG&E는 안전을 위해 차단한 전기 시스템을 마일 단위로 모두 검사합니다. 

철저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일은 당사 고객에게 전력 공급을 안전하게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작됩니다. 당사는 

직원들을 배치하여 악천후가 끝나면 전력선에 손상이 있는지 신속하게 검사합니다. PG&E의 

비상 운영 센터는 언제 검사를 시작하고 전력을 복구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당사 전력선 중 많은 부분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속하기는 하지만 

일부 장비가 나무와 다른 장애물로 인해 공중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는 주간 시간에 전력선을 검사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는 더 큰 규모의 구조물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적외선 

장비를 갖춘 항공기는 야간에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검사할 

수 없는 전력선의 경우, PG&E 직원이 차량으로 또는 도보로 전력선을 순찰하여 도로 부근에 

위치한 장비를 평가합니다. 또한 위치와 지형으로 인해 공중에서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 직원들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력선을 검사해야 합니다.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 직원들은 그 지역을 격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리를 합니다. 해당 

전력선은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고 손상을 수리한 이후에만 전원을 다시 켭니다. 각 섹션은 

검사를 하면서 전원을 켭니다. 즉, 고객에 따라 전력이 공급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복구 작업은 변전소에서 시작되고 회로의 말단부까지 진행됩니다. 고객은 전체 시스템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전력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선의 검사가 완료되고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전력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기간 중에 당사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솔루션과 관련하여 당사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PG&E는 고객들에게 산불 위험 및 고객들이 공공 안전 전력 차단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Safety Action Center를 

참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G&E의 산불 안전 노력과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을 개선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최신 소식을 보시려면 pge.com/psps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