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전원 차단 준비
높은 온도, 극단적인 건조 및 기록적으로 높은 바람은 작은 불꽃이라도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선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조건을 저희 주 안에 만들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전기 시스템의 일부가 위협받을
경우, PG&E는 공공 안전을 위해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PSPS(공공 안전 전원
차단)라고 합니다. PG&E 계정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
PSPS 이벤트

2020년, PG&E는 이벤트를 작게 만들고 기간이 짧으며 고객을 위해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PSPS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소셜 미디어, 지역 뉴스, 라디오 및 pge.com/pspsupdate 를 통해 제공됩니다.

전력 복원

날씨가 지나고 안전하다면, 저희 직원들은 라인이 전력을 공급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손상이 있나 검사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악천후가 지나면 일광시간 12시간 이내에 전력을 복원하여, 복원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조건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계획 상의 목적으로 고객들이 여러 날의 전력 차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집주인 또는 마스터 미터 계정 소유자와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들이

이벤트 전에 당신과 함께 알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최신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입자 및 기타 비 계정 소유자는 pge.com/pspszipcodealerts 또는 1-877-900-0743 으로 전화하여 PSPS
우편 번호 알림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공급 키트 구축 및 재입고

손전등, 새 배터리, 응급 처치 용품 및 현금 등으로 비상 공급 키트를
구축하거나 재입고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ge.com/psps 를 방문하십시오.

의료적 필요에 대한 계획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물이나 전원이 필요한 장치와 같은 의료 적 필요를
계획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의료 또는 라이프 지원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PSPS 이벤트 전에 최저 가격으로 추가 에너지와 추가 알림을 받기 위해 pge.com/medicalbaseline 에서
PG&E의 Medical Baseline 프로그램을 신청하십시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얻기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Twitter (@PGE4Me), Facebook (@
pacificgasandelectric) 및 Instagram (@pacificgasandelectric) 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는 pge.com 에도 게시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포함하여, PG&E의 Community Wildfire Safety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ge.com/wildfiresafety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wildfiresafety@pg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1-866-743-6589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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