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협력하여 산불로 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십시오 
2017 년과 2018 년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산불 재해를 비롯한 극심한 날씨와 산불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하고 , 고객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예방책으로 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공 안전 전원 차단 프로그램의 확대 일환으로 

2019 년 산불 시기를 시점으로 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 ( 송배전 ) 을 통과하는 모든 전기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우리는 고객이 전기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또한 양측 모두에게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화재 위험 상황이 예측될 상황에만 
점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고객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500 만 명 이상의 PG&E 
고객들에게 전원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 

공공 안전 전원 차단 

공공 안전 전원 차단 기준 
우리의 산불 안전 운영 센터(WSOC)는 서비스 지역 전체의 화재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위해 전력 차단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공 안전 전원 차단은 단일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적색 경보 
국립 기상청에서 경보 발령 

낮은 습도 레벨 
일반적으로 20% 이하 

시속 25마일의 지속적인 강풍과 시속 40마일 이상의 돌풍이 예상될 경우 
지역과 현장의 온도, 지형 및 지역 기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성 연료의 상태 
지상과 생장 식물(수분 함량) 

현장에서 실시간 관측 
P G&E의 WSOC 및 P G&E 직원의 
현장 관찰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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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1259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 
• 안전을 위해 전원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전선은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의 위험도 상승 
(2단계) 또는 극한(3 단계) 화재 위험 지역에 속하는 곳을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송배전 
회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 PG&E는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 및 전원 차단의 
영향을 받을 고객 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 고객이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극한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전원에 의존하는 경우 지역의 전원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 PG&E의 전기 공급을 받는 모든 고객은 공공 안전 정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PSPS 이벤트 공지 사항 
극심한 날씨의 위협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는 전원 차단 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전원이 복구될 때까지 수시로 추가 공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보 시기(가능한 경우) 

~48 시간 전에 전원 차단 고객과 이렇게 소통합니다 

우리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pge.com 
과 소셜 미디어 체널을 통해 소통할 것입니다 . 
지역 뉴스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정보및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 

! 

CPUC의 화재 위협 지도 

출처: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화재 위협 지역
    2 단계 - 위험도 상승

    3 단계 - 극한의 위험 

cpuc.ca.gov/FireThreatMaps 

~24 시간 전에 전원 차단 

바로 직전에 전원 차단 

공공 안전 정전 상황 중 

전원이 복원되었을 때 

우리의 고객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비 
우리는 산불 안전을 비롯한 집, 가족과 사업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고객과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오늘 pge.com/mywildfirealerts  를  방문하여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고,  현재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전화기의 백업 충전 방법을 식별해 두고 비상 번호는 인쇄하여 
복사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필요한 의료품 구비 계획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둡니다. 

• 응급 용품 구비 및 재보충 손전등, 새 배터리, 응급 처치 용품 및 
현금을 구비해 둡니다. 

더 알아보기 
PG&E의 커뮤니티 산불 
안전 프로그램 

1-866-743-6589 로 전화하십시오 

이메일 wildfiresafety@pge.com 

pge.com/wildfiresafety 
방문바랍니다 

https://pge.com/wildfiresafety
mailto:wildfiresafety@pge.com
https://pge.com/mywildfirealerts
https://cpuc.ca.gov/FireThreatMa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