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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부족 재난 대응 행동강령 

 

배경: 

전력 부족은 도시 전체에 연속적 정전 또는 예기치못한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 

정전은 몇 초에서 몇 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지역 전기 부족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전선의 손상, 전기 회로 합선 도는 전기 공급 과적 등의 

원인이 있다. 

 

전력 부족 전: 
 

시간을 절약하고 전력 부족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아래의 물건들을 구비 및 

보관한다. 

€ 비상 구급 세트를 구비한다. www.72hour.dc.gov 를 방문해 비상 구급 

세트 준비 방법을 확인한다. 
€ 손전등과 추가 건전지. 

€ 건전지로 작동되는 NOAA 라디오와 추가 건전지. 

€ 유선 전화기와 전화선 (무선 전화기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 가능) 

€ 건전지로 작동되거나 태엽을 감아 작동되는 알람시계. 

€ 병에 담긴 식수 (하루에 한 명당 1갤론). 
€ 조리 및 열을 필요로 하지않으며 상하지 않는 음식. 

€ 담요, 침구 또는 침낭과 갈아입을 옷. 

€ 구급상자와 처방받은 약품. 

€ 수동 병따개. 

€ 유아, 노약자 및 특정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특별한 제품들. 

€ 망치, 스크류드라이버, 가위, 강력 접착테이프, 비닐 쓰레기봉지, 종이 및 

연필, 방수 성냥 또는 가정용 표백제 같은 손공구. 

€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증 및 중요 문서 복사본을 방수 용기에 보관. 

€ 응급 구조대와 펩코 (Pepco) 전화번호. 

집과 개인 소유물을 보호한다. 

€ 난로, 에어컨, 물 가열기 및 펌프와 같은 기기들을 끈다. 그리함으로서 

전기가 모든 기기에 다시 공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선 과부하와 

또 다른 정전을 방지할 수 있다.   

€ 집을 비울 시에 전등, 난방기 및 에어컨 그리고 다른 기기 등을 끈다. 

€ 전등 한 개를 켜 놓아 전기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전력 부족 시: 

€ 손전등을 사용한다- 절대 양초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절대로 집이나 차고에서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지역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여 당국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기다린다. 

음식을 보호한다 

http://www.72hour.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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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에 담긴 음식, 쥬스, 땅콩 버터, 영양바, 견과류와 냉동이 필요없는 식사 

등과 같은 찬장에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량 구매 보관한다. 

€ 음식을 냉장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둔다. 냉동 아이스 팩을 구매해 

냉동실에 항시 얼려둔다. 아이스박스를 구매한다.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에 물을 얼리거나 봉지에 담긴 얼음을 구매해 냉동보관한다. 

€ 도시의 다른 구역이나 근처 지역에 사는 친구와 함께 비상시 냉동 및 냉장 

공유 계획을 세운다.  

€ 냉동실과 냉장실 문을 닫아 놓는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문을 연다. 문을 

닫아 놓는 다면 내용물로 찬 냉동실은 36-48시간 정도까지 냉동상태를 
유지 가능하다. 

전력 부족 재난 이후: 

전기가 다시 돌아오면 주요기기를 켜기 전에 몇 분저어도 기다려 갑작스런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한다. 지역의 전기가 돌아온 것이 확실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전기공급회사에 연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