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시즌입니다
귀하의 주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십시오

산불 
안전



귀하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대 220개 

455,000그루 6대33대

26,000개

카메라가 날씨와  
산불을 감시합니다.

이상 이상

나무를 조사하고 SDG&E 
송전선 근처의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산불 안전과 
전선 점검을 지원합니다.

드론이 송전선 및 가스선을 
1년 내내 항공 점검합니다.

기상 스테이션에서 풍속, 
습도 및 온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무 전신주를  
내화성 철 전신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귀하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공 안전 전력 차단(Public Safety Power Shutoff, PSPS)이라고 합니다. 추가 산불 안전 향상조치는  
고객의 영향 및 잠재적 산불 발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는 전례 없이 매우 파괴적인 산불이 몇 건 발생했습니다. SDG&E®는 산불의 위협에서 지역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DG&E의 최우선사항은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이며, 이는 SDG&E가 기존 장비와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이란 무엇입니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귀하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써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SDG&E는 고위험 화재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풍
(적색 경보 포함)

방화
전기 인프라에  
대한 화재 위험

공공 안전 위험지상 관찰

건식생
연료로 작용할  
수 있는 건식생

저습도

공공 안전 전원 차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dge.com/wildfire-safety 를 참조하십시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전력 차단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자원 센터 및/또는 정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력 차단  
48시간 이내

전력 차단
24시간 이내

전력 차단 
12시간 이내 

전력 차단
1~4시간 이내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시작 시

지역사회 자원  
센터 운영 시

현장 점검  
시작 시

전력 복구 시

7~10일 전 3~6일 전 2일 전 1일 전 전력 차단 당일 전력 복구

기상예보가 잠재적  
위험 상황을 나타내면  
SDG&E는 화재 위험과 
잠재적 영향을 감시합니다.

SDG&E는 이에 따라 기상 
예측 및 산불 가능성을 
조절됩니다.

SDG&E에서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구조대원 및 공공 안전  
기관과 협조합니다.

SDG&E에서 전력 차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 
정부 및 공공 기관에게 
통지합니다.

SDG&E에서 중요 시설 및 
의료 기본 전력 수요 고객은 
물론 주, 카운티 및 시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통지를 
시작합니다.

기상 상태가 완화되면 
SDG&E에서 전력 복구를 
 시작합니다. 현장 직원 및  
공중 인력들이 공중 전선을 
점검하여 폭풍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시기(가능 시)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절차



정전 연장 시 가야 할 곳을 알고 계십시오.

SDG&E는 해당 지역에서 SDG&E의 지역사회  

자원 센터 중 어느 곳이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비상 시  

대비 물품, 얼음, 물, 간식, 차량용 전력 인버터,  

소형 태양광 배터리 및 라디오와 정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됩니다.

전력 복구

기상 상태가 완화되면 
SDG&E에서 전력 복구를 
 시작합니다. 현장 직원 및  
공중 인력들이 공중 전선을 
점검하여 폭풍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은 화재 위험 상황이 
더이상 위협적이지 않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워너 스프링스

줄리언라모나

밸리 센터

파인 밸리

레이크 모레나 

둘주라 자쿰바포트레로

지역사회 자원 센터

화재 고위험 지역

시설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 센터의 완전한 목록이 

필요하시면 sdge.com/resource-centers 를 방문하십시오.

폴브룩

데스칸소



안전 유지 - 조치 이행

SDG&E의 PSPS 앱인 
“Alerts bySDG&E”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이러한 이벤트 발생 전, 발생 중 및 발생 후에 공공 

안전 전력 차단(PSPS)에 대해 계속 받아 보십시오. 
sdge.com/pspsapp 을 방문하여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안전을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조치를 취하십시오.

비상 계획 수립
가족과 집결할 장소, 안전 대피로, 대피소 및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가족(자녀 포함)과 함께 

계획을 상의하고 연습합니다.

비상 키트 준비
필수품을 가까운 곳에 둡니다. 반려동물, 어르신  

및 장애인을 포함하여 귀하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키트를 채웁니다. 백팩 또는 플라스틱 

상자 등 운반하기 쉬운 용기에 보관합니다.  

동봉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SDG&E는 귀하에게 연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sdge.com/MyAccount로 이동하십시오.  “Manage  
Your Contact Info”를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정전 알림 등록
SDG&E가 귀하의 안전을 도울 수 있도록 연락처를 
유지하십시오. 이 절차는 산불뿐 아니라 PSPS에도 
적용됩니다. 최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sdge.com/notifications 를 방문하십시오.

SDG&E의 복구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SDG&E에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맞춤화된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개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귀하는 SDG&E가 귀하를 대신하여 
$20를 기부할 지역사회 단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dge.com/prepared 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대비태세 유지 - 방어 구역 생성
산불 저지를 위해 주택 주변의 초목이 자라는 공간을 변경하여 주택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California requires 100 feet of defensible 
space around your property

San Diego County requires 50 
feet of clearance in Zone 1

Undisturbed vegetation

The area nearest your home 
should be well spaced and 
contain low-growing and 
fire-resistent plants such as 
turf grass, vegetable 
gardens, flower beds or 
ones recommended by your 
local nursery.

1구역
Low-growing ground covers 
that support fire resilience 
and are low in fuel volume 
are recommended in this 
zone. Talk to a grower about 
which plants will work for 
your defensible space.

2구역
Check with environmental 
regulatory agencies before 
modifying native vegetation 
that might include endangered 
species and habitats.

3구역

30~50피트. 100피트. 100피트 초과.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은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하며 
잔디, 식물 정원, 화단 또는 
지역 묘목장 에서 권장하는 
식물 등 낮게 자라고 내화성이 
있는 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1구역에서 50피트의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귀하의 주택 주변에  
100 피트의 방어 구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식생

이 구역에는 화재 회복력을 
돕고 연료 체적이 작은 낮게 
자라는 식물이 권장됩니다. 
귀하의 방어 구역에 알맞은 
식물이 무엇인지는 재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멸종 위기종 및 서식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자연 
식생지는 변경하기 전에  
환경 규제기관에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P.O. Box 129831  |  San Diego, CA 92112-9831  |  800-411-7343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DG&E의 안전한 샌디에이고 자선 기부 이니셔티브는 
미국 적십자, 211 San Diego, 211 Orange County, 샌디에이고 지역 화재 
재단(San Diego Regional Fire Foundation), 샌디에이고 화재 구조 재단 
(San Diego Fire Rescue Foundation), 화재 연구소(Burn Institute), 부족  
간 장기 복구 재단(Inter Tribal Long Term Recovery Foundation), 지역사회 
비상 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부족 비상 
대응팀(Tribal Emergency Response Team), 화재 안정 위원회(Fire Safe 
Council) 및 기타 비정부기구와의 지역사회 제휴를 통해 구조대원, 비상 대비, 
방어 구역 및 산불 안전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dge.com/safe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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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S2110025 1021 

산불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