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에 계속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약속은 SDG&E가 전력선에 

대한 일상적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드론 점검, 평가 및 복구(Drone 
Investigation, Assessment  
and Repair, DIAR) 프로그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SDG&E는 화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드론 점검, 평가 및 복구(DIAR) 프로그램은 

SDG&E의 산불 저감 계획(Wildfire Mitigation 

Plan, WMP) 활동의 일환입니다. DIAR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별된 화재 고위험 3등급 지역(뒤쪽 지도 

참조) 내 SDG&E의 가공 전력선 및 장비에 대한 

평가 업무가 향상되었습니다.

DIAR 프로그램 소개
DIAR 프로그램은 SDG&E의 산불 저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기술을 이용하여 SDG&E® 

가공 전력선을 평가하고 복구 또는 개선사항을 

식별하며 화재 위험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 사항
SDG&E 직원 및/또는 SDG&E가 승인한 

하청업자가 드론 기술을 이용하여 귀하의 주택 

또는 주변의 가공 전력선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SDG&E 직원 및/또는 

하청업체는 귀하의 주택 또는 인근의 SDG&E 

전력선 지역권 및 통행권 지역에 진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는 SDG&E 전력 인프라의 사진을 

수집하며, SDG&E 직원이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변 지역이 아닌 SDG&E의 

인프라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뒷 

페이지에서 SDG&E가 촬영할 사진 유형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드론 관련 활동은 일시적으로 

인근의 소음도 또는 분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 평가 중 전력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공급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초가을부터 

진행되고 2020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연락처 정보
추가 정보는 수신자부담 직통전화  

1-844-765-6388번으로 프로젝트 정보 

담당에게 전화하시거나 DIAR 프로그램 

웹사이트(sdge.com/drone-progra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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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 HFTD Tiers and SDG&E Districts 

圖例

SDG&E Electric O&M 區域分界線
HFTD 第 2 層級
HFTD 第 3 層級 

화재 고위험 지역 지도 DIAR 프로그램 이미지 캡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