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PS(공공 안전 전력 차단)이란 무엇인가요? 
 
내레이터: California, Oregon, Washington과 더불어 기타 여러 서부 지역 주의 산불 발생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산불 발생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나뭇가지와 잔해물이 전기가 통하는 전력선에 닿아 설비가 손상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천후 조건 시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전선의 거의 1/3이 현재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지정한 High Fire-Threat District 지역에 있습니다. 
 
PG&E는 고객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이 유일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당사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PG&E는 매일 당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사가 최후의 안전 유지 수단으로 전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에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작용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낮은 습도 수준, 30% 이하  
• 일반적으로 시속 19마일 이상의 지속적인 강풍의 예상 및 보통 시속 30~40마일 이상의 

돌풍 
• 지상의 물체가 건조하고 식물은 수분 함량이 낮은 상태  
• 산불주의보  
• 현장 실시간 관찰. 

 
당사의 의사 결정 과정은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을 시행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전력선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높은 나무도 고려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준은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실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 기상학 

팀의 추가 분석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 알림 개선, 
• 커뮤니티 기반 기관과 협력하여 대체 식품 제공, 
• 적격한 고객에게 휴대용 배터리 제공, 



•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 위치 개선 
• 또한 비계정 소유자에게 주소 알림 그리고 Medical Baseline 및 자체 인증 취약 고객을 

위한 추가적인 알림 및 초인종 울림을 포함하는 더 나은 정보 제공. 
 
 
전기가 없으면 삶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상황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방서, 경찰 및 주, 지역, 부족 응급 서비스국과 같은 중요한 최초 대응 파트너들에게 

필요 시 동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상황에 대한 조기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전력을 차단하기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직전에 

당사 고객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또한 pge.com, 디지털 광고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현지 뉴스 및 라디오 

방송국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악천후가 지나가고 나면 당사는 복구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통지할 것이며, 가정 내 전력이 

복구되고 나면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pge.com/mywildfirealerts에서 또는 1-866-743-6589로 전화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 의료적 필요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 응급 키트를 만들고 다시 채워 놓고, 
• 전력 차단 중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pge.com/pspssupport를 방문하여 

의료 및 자립 생활을 위해 전력에 의존하는 고객들을 위한 리소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PG&E는 당사 고객에게 산불 위험 및 고객들이 집, 가족 또는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Safety Action 

Center를 참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G&E의 산불 안전 노력과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을 개선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최신 소식을 

보시려면 pge.com/wildfiresafety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