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고 강화된 안전 요령
 ■ 식생 관리 운영 관행 개선을 위해 돌출된 
나뭇가지와 죽거나 죽어가는 나무 및 
전선에 떨어질 위험이 많은 나무 가지 
치기 및 제거 작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상, 등반, 무인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 
사찰을 통해 위로 부터 아래 까지 전기 
타워 및 전신주의 안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산불 시기에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회로 차단기 및 재발 장치의 자동 재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극한 화재 위험 상황이 예상되면 안전을 
위해 전원 차단(공공 안전 전원 차단) 
및 조기 경고 통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산불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극한 날씨와 산불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 및 
귀하의 집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합니다.

웹사이트 pge.com/
mywildfirealerts를 방문하여 
연락처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준비 및 연습  
모든 가족들이 응급 상황에 조치할 
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획

비상 용품 준비 및 재보충 
일주일 분량의 비상 용품과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준비 계획

방어 공간 유지 귀하의 집 
주변의 덤불이나 나무 가지를 
깎아주며, 상세한 요령 및 
정보는 readyforwildfire.org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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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ge.com/wildfiresafet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산불 재해를 비롯한 극심한 날씨와 산불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하고, 고객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예방책으로 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안전 요령에 대한 개요입니다. 



더 알아보기 
산불 시기를 대비하여 PG&E의 최신 산불 안전에 관한 정보는 pge.com/wildfiresafety를 참고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공공 안전 전원 차단에 대한 상세한 대비 방법은 prepareforpowerdown.com을 
방문하십시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산불 이후, 이 문서에 포함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미래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입니다. “PG&E”는 PG&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지칭합니다. ©2019 퍼시픽 가스 및 전기 회사. 판권 소유. CCR-0619-1257

 ■ 산불 안전 작전본부는 실시간으로 
산불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예방 
및 대응 노력을 조정합니다.

 ■ 기상 예측 및 모델링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까지 약 1,300 개의 
새로운 PG&E 기상 관측소 추가; 
mesowest.utah.edu 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2022년 까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약 600 대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범위를 90% 이상 
확대합니다. 현재 이미지는
alertwildfire.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e 모니터렁 및 인텔리전스

 ■ 향후 10년 간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7,100 마일에 걸쳐 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는 전신주와 전원라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 산불 위험을 줄이고 지형, 기상 조건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및 장비 교체를 시킬 것입니다.

 ■ 공공 안전 전원 차단을 시킬 경우 PG&E는 
센트럴 커뮤니티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 영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스템 강화 및 복원력

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