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정전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또는 겨울 폭풍 같은 다른 재난 뒤에 이어지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난방, 조리, 의료 장비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가스 기구들도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비상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할 일로써 다음 
중 하나를 고르세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손전등을 두고 손전등과 
라디오의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조명이 꺼졌을 때, 비상 조명을 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손전등이나 배터리로 켜는 랜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 여기 저기 몇 군데에 새 배터리를 넣은 손전등을 놔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항상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세요.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항상 충전이 되어 있는 재충전용 손전등을 구입할 것을 고려하세요. 재난 발생시 
배터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용 발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미리 배워 두세요. 
 
정전 시에 적당한 크기의 올바로 연결된 발전기를 사용하면 정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발전기를 구입하기 전에 필요한 크기와 종류에 대해 
전기기사와 상의하세요. 발전기로 무엇을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두세요. 발전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냉장하고, 조명과 전화와 텔레비전을 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 보일러와 
펌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하기 운동은 개인, 가족, 기업, 지역사회가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 정전 시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기는 항상 실외에서 가동하세요. 발전기를 집 안, 지하실, 차고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발전기 코드를 사용하여 집 안의 회로에 역송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가된 전기 기술자가 설치한 전송 스위치를 
사용하여 집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배선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송전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송전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상이나 사망을 막고 집 근처에 다운되어 있는 전선에 예기치 
않게 전기가 다시 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발전기의 콘센트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지만 연장선이 전력 요건을 처리하기에 적절한지 길이와 게이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정전 대비 계획을 세우세요 - 정전이 되기 전, 도중 그리고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정전이 되기 전: 
• 냉동고 안의 빈 공간을 얼음 통으로 채우세요. 얼음은 공기를 대체하고 찬음식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통 안에 얼음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집 안에 최소 한 대의 유선 전화기를 준비하세요. 무선 전화기는 대부분 정전 시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 차고 문 자동 개폐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동 개폐기 사용법을 알아두고 수동으로 차고 문을 
여세요. 

•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최소 절반을 채워두도록 하세요. 정전 동안에는 대부분의 주유소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큰 폭풍이 예상되면 탱크를 가득 채워 주세요. 

• 휴대폰용 차량 또는 라이터 플러그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산소 생성기나 투석기 같은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회사에 알려주세요. 
 
정전 후: 
• 주요 가전 제품이나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으세요.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전기 
스파크가 생겨 가전제품이나 정교한 전자제품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자주 냉장고나 냉동고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열지 않으면 냉장고 속의 
음식이 약 4시간 동안 냉장 상태가 유지되고, 냉동고는 약 24시간 식품의 냉동 상태가 
유지됩니다. 

• 배터리로 작동되는 라디오로 정보를 얻으세요. 
 
 

 
 
정전 시 안전 
 
• 냉장고 속 온도가 2시간 이상 동안 화씨 40도(섭씨 4.4도)를 초과하면 음식을 
버리세요. 

• 바닥에 깔린 전선이나 그 전선에 접촉 되어있는 울타리나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 바닥에 깔린 전선 위로 차를 몰지 마세요. 전기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 안에서 숯이나 가스 그릴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초를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촛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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