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 및 건물 소유주를 
위한 안전 정보

고객을 
위한 더 
안전한 
전기 
시스템



당사가 취하고 있는 단계: 

전력선 지하화 

주 차원의 수목 표준 초과 달성 

더 강한 전력선 및 전신주 설치

공공 안전 전력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PSPS))의 영향 저감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모든 전력선으로 
안전 기술 적용 확대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기 
및 장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및 세입자 준비 
지원

산불 위험이 높을 때는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방법:
알림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pge.com/myalerts에서 또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업데이트하십시오. 

safetyactioncenter.com에서 비상 
계획을 작성하십시오. 

예비 전력 옵션을  
pge.com/backuppower에서 살펴보십	
시오. 

직원 또는 세입자에게  
pge.com/addressalerts에서 PSPS 
주소 경보에 등록할 것을 권하십시오.  

http://pge.com/myalerts
http://safetyactioncenter.com
http://pge.com/backuppower
http://pge.com/addressalerts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산불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첨단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이 올해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산불 안전 
정전이 포함됩니다.

악천후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Public Safety Power 
Shutoffs(PSPS)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기본 계정 소유자는 
세입자들에게 모든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때는 
언제입니까?강풍이 불고 습도가 낮으며 수목이 건조해지는 기간 
중입니다. 그 시기는 9월부터 11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hanced Powerline Safety 
Settings(EPSS)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 EPSS 기술이 활성화되어 
나뭇가지가 전력선을 타격하는 것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0.1초 이내에 전력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전이 발생하면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통해 전력이 복구될 
때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계획되지 않은 
안전 위협으로 전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때는 
언제입니까?기온이 높고 건조한 조건의 여름철입니다. 그 시기는 5
월부터 11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PSS가 활성화된 
전력선에서 80%의

작년에는

발화 감소 효과를 
보았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전 3년 평균 대비 HFTD에서 발생한 
CPUC 보고 대상 발화 건수의 감소 비율.

산불 안전 정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pge.com/wildfir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http://pge.com/wildfiresafety


사업체 및 세입자를 
위한 지원
당사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리소스를 
제공하여 고객, 고객의 세입자 또는 직원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정전이 일어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pge.com/wildfir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예비 전력 옵션 살펴보기* 
	� 발전기 리베이트 
	� 휴대용 배터리
	� 예비 전력 전달 계량기 

*자격 요건을 살펴보려면 웹사이트를 확인

세입자가 건강 유지를 위해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입자를 Medical Baseline Program으로 
안내하십시오.

PSPS 정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pge.com/pspsresources를 
방문하십시오.
기본 용품과 충전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의 
위치를 찾아 봅니다. 

현지 푸드뱅크를 통해 식사대용품을 이용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통편과 호텔 옵션을 공유합니다.

http://pge.com/wildfiresafety
http://pge.com/pspsresources


조치 실행
현재 정전 및 복구 시간은  
pge.com/outages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Twitter, Facebook 및 Instagram에서 
당사를 팔로우하십시오. 

당사의 계획 지도 도구를 사용하여 정전에 
대비하고 
pge.com/customerpspsplanningmaps
에서 안전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정전 지도 
샘플 보기

계획 지도  
샘플 보기

http://pge.com/outages
http://pge.com/customerpspsplanning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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