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대비하십시오
정전이 발생할 때에는,
항상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유지 보수를 위한 정전,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한
정전,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한 전원 차단이든,
정전에 대비하고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급 상자:
통상적인 항목 이외에도,
처방 약품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병물:
전문가들은 한 사람당 하루에
1 갤론의 물을 권장합니다.

유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는 정전시에 전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이나 사업장의 ‘일반 전화기’가
디지털 전화기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전중 전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배터리 시스템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객님의
전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손전등 및 배터리:
손전등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배터리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환하십시오.

건전지 구동 라디오:
건전지로 구동되는 라디오는 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때 뉴스 보도
또는 다른 중요 메시지를 접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기 또는 아이스 박스:
정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얼음을
보관할 수 있도록 몇 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 요구 항목:
여기에는 유아, 노인, 또는
장애자들을 위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도,

고객님 가정의 유틸리티 상자 (전기, 수도 및 개스)들과
그것들을 잠그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알맞은 도구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적어도 자동차 한 대의 연료 탱크는 항상 반을 채워
두십시오.

자동 차고문 또는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알아 두십시오.
고객님께서 휴대용 가스
발전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전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옥외 장소를 찾아 놓으십시오
- 실내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폭풍 또는 비상사태 시에는 건전지 구동 라디오를
통해 최신 소식을 청취하십시오. 날씨가 무더운 날에는, 근처에
있는 쿨센터에 피신하십시오.

!

완전히 충전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십시오. 정전중에는, 전화
서비스가 끊어질 수도 있으며, 무선 전화기도 전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선을 보시면, 그것을 만지지 마시고
911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장비 백업: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의료 장비가 병원 또는 내구 의료 장비
회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협력하여 비상 또는 백업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어떤 회사들은 비상사태 시에는 추가 의료 장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CE는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의료 기본 요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고 등록하시려면 1-800-655-4555에 전화하거나 저희의
웹페이지 www.sce.com/medicalbaseline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