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
상세 정보:
전력기관 수목 관리 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 문의처:

국제수목관리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culture)
환경 규제 준수

isa-arbor.com

SCE에서는 환경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자 미국 산림청
(USFS) 및 그 외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청과 SCE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파악하고 지도로 작성하며, 이들 현장에서 환경학자와
고고학자가 나무 제거, 예초, 정기적인 가지치기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나무 제거 기준
SCE에서는 당사 시설 또는 전선에 위험을 가할 만한 나무
를 파악해 제거하고자 매년 정기 규제준수 조사를 실시합
니다.

gotoua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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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별로 나무 제거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SCE 나무 가지치기

• 성장 속도가 빠른 수종

및 제거 프로그램

• 야자수
• SCE 송전 가설권 구역 내 및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무

arborday.org

이 자료는 SCE 관할지역 내 공공 안전을 위한 나무
가지치기와 제거에 관한 새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버전 07.19.18

SCE 수목 관리 프로그램

SCE에서는 해당 법을 준수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SCE에서는 당사 전력 시설에 위험을 가하는 나무의 가지치기
및 제거 작업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외부인력을 사용합니다.

SCE의 사명
SCE에서는 고객, 지역사회, 직원의 안전을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SCE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나무 가지치기 및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규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캘리포니아공공요금위원회(CPUC) 일반 명령
(G.O.) 95, 규칙 제35호, 제37호,

• 캘리포니아공공자원법(PRC), 제4292절, 제
4293절;

• 북미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NERC),
서부전력조정위원회(WECC),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자(CAISO) 송전 표준

• Cal-OSHA 제8장 규정, 미국표준협회(ANSI)
Z133-20122 현 개정사항

질문과 답변
제가 고용한 나무 관리업체가 전선 주변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SCE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선 주변 가지치기 작업은 소정의 자격을 갖
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CE에서는 “안전한 수목 제거” 서비
스를 통해 고압선으로부터 최소 반경 10피트 내 수목을 제거
해 드립니다.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나요?
관련 규제 내용은 Cal-OSHA 웹사이트 제8장 규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Cal-OSHA 표준 1910.331-1910.335
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전기작업자/사람이 머리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 구역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해당인,
작업도구 및 50,000볼트 이하 대지전압을 요하는 장비가
머리 위 전도체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무나 전선과 관련해 SCE에 연락해야 하나요?
수목 관리 활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SCE 전선 근처에
있는 나무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SCE에서는 업계에서 허용되는 방식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허용 방식 예: ANSI A300 (제1편) 가지치기, ANSI
A300 (제7편) IVM, ANSI A300 (제9편) 나무 위험
평가

SCE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모든 문의사항 연락처
고객지원부:
(800) 655-4555 또는 sce.com

건물주가 알아둘 사항
SCE 수목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려면 sce.com을 방문하세요.
“SCE 전선과 나무”를 검색해 전선 가까이에 나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또한 “SCE에서 허용하는 나무 및 위치” 책자에서 소
개하는 SCE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당 관
리법을 살펴보세요.

s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