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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데이 기간동안 안전을 선물 하세요
로즈미드, 캘리포니아.,2013 년 12 월 9 일 — 가족들의 할러데이 장식이 시작됨에 따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에서는 집 밖을 장식할 때 송전선을 항상 주의 하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닳아진 전선과 한 아웃렛에 너무 많은 전선을 사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러데이를 맞아 각자의 집을 장식하면서, 전기줄을 던지거나 전기선을 송전선 근처에
있는 나무나 전봇대 사이로 연결하려는 시도 그리고 고장난 퓨즈나 전등이 있는 장식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습기로 부터 전기기구의 연결 부분을 멀리 하는 것과 같은 전기 안전에 대한 실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SCE 의 건강과 안전담당 수석 매니저인 빌 메스너씨는” 년말 장식을 통한 즐거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 장식기구를 준비하면서
설명서를 잘 따라하며 장식기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써 전기감전, 화재 혹은 부상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소방방제청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로 인해 매년 230 건의 화재 진압을 하며 이로인해 평균
6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22 명의 부상 그리고 1 천 8 백 30 만불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고
국립화재보호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밝혔습니다. 약 5,800 명이 할러데이 장식을 하다가
낙상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중 반 이상은 집 밖의 장식을 하다가 지붕이나
사다리에서 떨어져 입은 부상인것으로 방제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SCE 는 할러데이기간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그 밖의 다른 안전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

전등을 송전선 10 피트 이내에 설치하지 마시고 항상 송전선을 조심하십시오.

•

집 밖을 장식할때 나무나 섬유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십시오. 금속재질의 사다리는 전기를
끌어들입니다.

•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 안전한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만약 사다리가 고장났다면 안전한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

전선이 창문같은 틈사이에 끼거가 엉키지 않게 하십시오.

•

스테이풀,압정 혹은 못으로 전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플라스틱재질의 고정핀을 사용하십시오.

•

익스텐션코드 한개에 세개 이상의 전등을 사용하시 마십시오. 과부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카펫,가구, 커튼 그리고 인화성이 있는 물건들과 전등이 직접 닿지 않게 하십시오 .

•

장식용기구는 미보험협회시험소 인증인 UL 심볼(Underwriters Laboratories),
카나다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CSA 표시 혹은 인터텍 Intertek 의 ETL 표시가

있는 장식기구를 사용하십시오. 외출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전엔 항상 장식용 등을 끄도록
하십시오.
더 많은 안전팁들을 원하시면 www.sce.com/holidaylighting 를 방문하시거나 Twitter 를 팔로우 하시거나
Facebook 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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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