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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관할 지역에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고객들에게 절전 당부 
 

로즈미드, 캘리포니아, 2012 년 8 월 7 일— 남가주내 많은 지역에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에서는 고객들에게 절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SCE 는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어 주요 발전소 시설내 설비 
고장이나 산불로 인한 송전 시스템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전력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절전 노력을 통해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전은 또 고객들이 
에너지를 하루 24 시간 사용할 때 송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고객들이 절전을 함으로써 전기료 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용 고객들의 전기료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전 노력은 또 전체 전력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덜어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SCE 가 고객들에게 권해드리는 전기 절약법입니다: 
 온도 조절계를 78 도 이상으로 맞추십시오. 
 가능하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과 장비는 꺼놓으십시오. 
 방을 나설 때에는 불을 끄십시오. 
 더운 시간대에는 커텐과 블라인드를 닫아서 직사광선을 차단하십시오.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동시에 증발식 냉각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수영장 장비나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사용하십시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력 소비가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체들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작업은 가능하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으로 변경해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불은 끄십시오. 

 
SCE 는 폭염 기간 동안 고객들이 가능한 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외 활동을 최소한으로 자제하시고 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 동안에는 물을 많이 

드십시오. 
 단전이 될 경우 필요치 않는 민감한 전자제품 등 전기 장비는 플러그를 

빼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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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와 냉동고는 꼭 필요할 때만 열어서 식료품을 차게 유지하십시오. 
 저소득층 및 환자 고객들은 지역 또는 커뮤니티 기관들이 운영하는 ‘쿨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쿨센터들의 위치는 www.sce.com/coolcenters 를 
참조하십시오. 

 
SCE 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전시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촛불은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 단전시에는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늘어진 전선은 절대 움직이려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상황을 즉시 911에 

신고하십시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는 4방향 

일단정지로 간주하고 운전하십시오. 
 가정내 누군가가 전기로 작동되는 생명 유지 의료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 비상용 

발전기를 준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비상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새로운 소식을 보시려면 www.twitter.com/SCE 에서 SCE 트위터를 팔로우하시거나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caledison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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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