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디어문의: Robert Laffoon Villegas, (626) 302-2255

강풍과 추운 날씨 예상,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고객들에게 안전 중요성 상기
로즈미드,캘리포니아., 2013 년 12 월 3 일 — 오는 금요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강풍과 혹한의 날씨가
예보됨에 따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전선을 절대로 만지거나 그것에 다가가지 말 것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땅에 떨어졌거나 공중에 매달려 늘어져있는 전선을 보시면

—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 만지거나 다가 가지 마시고 즉시 911 에 전화 하십시오.
국립기상청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과 산간 그리고 사막지역에 강한 바람과 추운 기온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로스엔젤레스 지역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도 바람과 때 이른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CE 는 이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을 위해서 응급수리팀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한다면, 고객들께서는 최신정보를 저희 SCE 의 스마트폰용 에프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받으실 수 있고 , www.sce.com/staysafe 을 방문하시거나 www.twitter.com/sce 을 팔로우
하시거나

www.facebook.com/sce 을 통해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을 목격하시면 1-800-

611-1911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은 저희 SCE 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건전지가동 라디오, 손전등과 새 건전지가 항상 준비
되어지도록 비상물품을 점검하십시오. SCE 는 다음과 같은 조언들을 드립니다:
•

고장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는 주의 하십시오. 이런 사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일단
멈추십시오.

•

만약 당신의 차 위로 송전선이 떨어졌다면 자동차안에 머무시고 도움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911 을 부르기 위해 셀폰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차밖으로 꼭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떨어져있는 전선을 피해서 나가시고 자동차에서 점프해서 나가십시오.
자동차와 땅을 동시에 접촉하면 안됩니다. 그런 다음 발을 질질 끌며 최소한 몇 야드가 될
때까지 자동차와 멀어지십시오.

•

물과 전기는 상극입니다. 물은 전기를 빨아들이는 가장 훌륭한 매기체입니다. 땅에 떨어진
전선과 닿아 있는 그 어떤 물과도 접촉하지 마십시오.

•

야외에서 사용해야 할 요리기구나 그 밖의 발열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구들은 일산화탄소와 그 밖의 몸에 해로운 독성가스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실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절대로 오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만약 발전기를 사용하신다면 실외에서 사용하시고 튼튼한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기구 하나씩
따로 발전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십시오. 발전기를 집안의 전력과 연결하면 수리 기술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역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이웃들이 안전한지 점검 하십시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대해
에디슨 인터내셔널(NYSE:EIX)의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로
중가주와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남가주 등 50,000 스퀘어 마일에 걸쳐 490 만 가정과 업체, 총
1,400 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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