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객을 위한 더 많은 리소스 및 지원을 확인하려면 
pge.com/wildfir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정전 전

 호스트에게 문의하여 방문객을 위한 
비상 계획 및 손전등, 휴대용 충전기 
등과 같은 현장에 비치된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기기를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고 비상 
시 필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십시오.

	 방문하는 동안, 해당 숙박 시설에 
대한 PSPS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pge.com/addressalerts에서 
등록하십시오.

이 문서에 포함된 조치 사항 중 일부는 산불 위험을 더욱 줄이기 위한 추가 예방 조치로 고려됩니다. ‘PG&E’는 PG&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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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PG&E는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고급 안전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로 인해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6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PSPS))
위험이 가장 높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풍, 낮은 습도, 그리고 건조한 초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호스트에게는 사전에 알려드리며, 최신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ge.com/ps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HANCED POWERLINE SAFETY SETTINGS(EPSS)
PG&E는 산불 위험이 높을 때 EPSS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0.1초 이내에 전력선이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안전 정전이 발생한 상황 중에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호스트와 업데이트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pge.com/ep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0개 이상의 언어 번역이 지원되는 PG&E의  
1-866-743-6589로 전화하십시오.

안전 정전 발생 시 
안전 유지 및 대비 
지원

	 정전 중
	 211번으로 전화하거나, 211-211
로 ‘PSPS’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211.org를 방문하시면 
식품, 숙박 및 교통편 등과 같은 현지 
리소스에 연중무휴 24시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품, Wi-Fi, 충전소 및 ADA 
이용 가능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의 위치는  
pge.com/crc에서 확인하십시오.

	 식사대용품은  
pge.com/pspsresources에서 
찾아보십시오.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PG&E)의 방문객 정보 및 리소스

https://www.pge.com/en_US/safety/emergency-preparedness/natural-disaster/wildfires/wildfire-safety.page?WT.mc_id=Vanity_wildfiresafety
https://pgealerts.alerts.pge.com/outages/psps-address-alert/?WT.mc_id=Vanity_addressalerts
https://www.pge.com/en_US/residential/outages/public-safety-power-shuttoff/learn-about-psps.page?WT.mc_id=Vanity_psps
https://www.pge.com/en_US/residential/outages/enhanced-powerline-safety-settings/enhanced-powerline-safety-settings.page?WT.mc_id=Vanity_epss
https://www.211.org/
https://pgealerts.alerts.pge.com/updates/psps-events/?WT.mc_id=Vanity_crc
https://www.pge.com/en_US/safety/emergency-preparedness/natural-disaster/wildfires/independent-living-centers.page?WT.mc_id=Vanity_psps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