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안전 전원 차단

공공 안전 전원 차단 (PSPS)은 저희들이 극단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재 상황 시 화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화재 고위험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관행입니다. 극단적인 

화재 조건들은 화재(발화가 되면)가 급속하고 강렬히 번지고, 그리고/또는 불규칙적으로 연소하는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 강한 바람, 그리고 건성 연료와 결합된 고온과 같은 

임계 기상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고객들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PSPS는 저희들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 중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이 관행은 일반 대중 

그리고 저희들의 고객들과 직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원 차단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약 48 시간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원이 차단되기 대략 24 시간 전에, 저희들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통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그리고 전원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추가 통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객님이 이러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님의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님의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 하려면 고객님의 sce.com 계정에 접속하여 나의 계정 > 프로필 > 정전 

경고 기본 설정을 클릭하십시오.

PSPS을 기획할 당시, 저희들의 의도는 지역 정부 기관, 최초 대응자, 그리고 비상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조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 예를 들면, 극단적인 화재 상황의 급속한 도래 

그리고 기타 저희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과 같이 - 사전 통지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이 차단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재 조건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검사 그리고/

또는 수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때까지, 전원 차단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전원을 복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모든 유형의 정전에 대비하는 요령을 sc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적색 경보는 미국 국립 기상청이 지역 소방 및 토지 관리 기관들에게 야산 지대 화재 연소 및 급속한 번짐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고입니다.

• 화재 고위험 지역에 SCE 회로가 설치되어 있는 카운티에 대한 국립 기상청의 
적색 경보*

• 저희 사내 기상 관측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찰; 저희들의 기상 관측소와 일기 
예보를 이용한 풍속, 습도 및 온도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 화재 고위험 지역 및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 소방 기관들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화재 관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강제 또는 자발적 대피 명령 준비 태세 확립

• 공공 안전 기관, 용수 기관, 그리고 교통 통제와 같은 필수 서비스 회로에 대한 
전원 중단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 기타 고려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