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비 절차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세요

Hawaiian Electric 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 전신주의 송전선이 지면이나 가드레일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송전선을 만져서는 안 되고
최소 30 피트 떨어져서 거리를 둬야 합니다.

• 항상 사다리 등 여러 도구들은 송전선으로부터 최소 1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송전선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송전선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Hawaiian Electric Trouble Line에 연락하여
해당 사항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하와이: 969-6666
마우이: 871-7777
몰로카이와 라나이: 1-877-871-8461
오아후: 1-855-304-1212

• 누군가가 송전선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전기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911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전기 안전

• 광전지 패널 및 관련 부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광전지 패널은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인식하고, 항상 광전지 패널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강력한 비바람으로 인해 솔라 시스템이
손상이 되거나 지붕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해당 솔라 시스템
제공업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화재 발생 등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는 집안의 주 차단기를 통해
전력 공급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 시 절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로 인해 사람에게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집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주 회로 차단기의 전력 공급을 차단해서 집안의
가전제품 및 여러 장비들이 손상되지 않게 합니다.

Electrical Safety

강력한 비바람이 불거나 단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Hawaiian Electric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의 절차들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전력을
복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가능한 한 빠르게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력 복구를 위해 다음의 절차들을 따라 처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력을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절차

01
02
03
04
05
06

안전 우선
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먼저 단선된 송전선의 전원
공급 차단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손상 상태 점검 및 접근성 문제 해결
저희는 손상 상태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떠한 재료 및 장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 송신선 및 변전소 수리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먼저 주 송신선 및 변전소를
수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전기 회로 수리
그다음으로 저희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전신주, 장비, 전선,
그리고 지하 케이블을 수리합니다.

서비스 라인 수리 및 개별 고객에 대한 전력 복구
그런 다음 저희 담당 인력들은 개별 서비스 라인을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모든 고객에게 전력이 복구될 수
있게 합니다.

전기 회로 완전 복구
그런 다음 저희는 고객들의 전기 회로를 정상 상태로
전환하여 전기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복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를 겪고 있는 고객이 있다면, 해당 지역
Trouble Line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문의를 하거나,
또는 Hawaiian Electric 모바일 앱을 통해 정전 상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재난이나 정전 상황이 길어져서 집에 갇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비상 상황 시
필요한 홈 서바이벌 키트, 비상식량,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홈
서바이벌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뒤표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기입해 주기 바랍니다.

홈 서바이벌 체크리스트
 휴대용 라디오
 형광봉 또는 손전등 및 랜턴
 핸드폰과 백업 충전기
 여분의 배터리
 수동 깡통따개 및 병따개
 애완동물 및 집안의 동물을 위
14일 치의 식량과 물

계획 및 대비

 개인 위생용품 및 기저귀
 아이스박스와 얼음 및 냉동
얼음주머니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조금만
조리를 하면 되는 보존 식품의 1
일 치 분량
 이유식 및 분유
 물
 모기 방충제
 도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루라기
 소액권의 여분의 현금
 일회용 접시, 포크, 스푼, 나이프
 냉수 및 온수용 일회용 컵

 방수 용기에 담겨 있는 성냥 및
라이터

 종이 냅킨 또는 페이퍼 타월

 부탄가스, 프로판, 또는 휴대
연료를 사용하는 스토브와 14일
치의 충분한 연료. 또는 숯과
숯불용 그릴

 쓰레기 봉지

 창문 및 출입구에 사용할 판자,
셔터, 또는 기타 차폐물

 비닐 지퍼백

 두꺼운 알루미늄 포일

 기본 도구 및 덕트 테이프
 처방전 정보 등을 포함한
구급상자 및 약

대피 계획은 가족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대피소 옵션, 대피 경로, 그리고 서로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
다시 연락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미리 논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피 계획은 발생
가능한 각각의 재난을 고려하여 세워져야 하고 비상 상황 시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연습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피 관련 체크리스트
홈 서바이벌 키트와 더불어 대피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침낭 또는 한 사람당 두 개의 이불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 완전하게 한 번 교체할 수 있는 옷,
얼굴가리개, 튼튼한 신발

대피 및 응급 처치

 방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중요한 문서 및 서류
(예: 보험 증서 및 모기지서류)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가득히 채워져 있거나 또는 전기 충전이
완료된 차량

구급상자 체크리스트
 2” 너비의 반창고

 점비약

 살균 처리된 면봉

 종이 티슈 (1팩)

 항생제 (처방 약품)

 바셀린

 아스피린

 비닐 쓰레기봉투

 베이킹 소다 (4 oz)

 소독용 알코올

 붕대 (2” 및 4” 너비의 살균
처리된 붕대)

 안전핀 (다양한 크기)

 밴드 에이드 (다양한 크기)
 기침약
 현재 처방 중인 약과 처방 정보
 설사약
 귀에 넣는 물약
 손 세정제
 완하제
 모기 방충제
 멀미약

 생리대
 가위
 각성제용 냄새가 나는 소금
 비누
 식탁용 소금 (8 oz)
 치통 치료제
 핀셋
 물 정수제

음식
•

항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최소 14일 동안 지낼 수 있는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섭취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

서늘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통조림 식품을 보관합니다.

•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음식을 골라야 하고 자주 교환하도록
합니다.

•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물이나 다른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조림 식품을 사용합니다.

음식 안전 관련 팁을 확인하려면 하와이 보건부 웹사이트
(https://health.hawaii.gov/san/food-information)에서 음식 관련 비상
상황 핸드북(Emergency Handbook for Food Establishments)
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음식과 물

물
•

최소 14일 이상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비상 상황이 임박한 경우에는 욕조, 세탁기, 그리고 기타 모든 이용
가능한 용기에 물을 채워서 위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울에 몸을 담그지 않도록 합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기의 물 내리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합니다.

•

음료수를 사용해서 변기의 물을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오물이
넘쳐흐를 수 있습니다.

•

물을 살균하는 방법으로는 끓이기, 소독하기, 그리고 증류하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ardofwatersupply.com/emergencypreparedness

단백질
통조림 런천 미트

연어

비엔나 소시지

통조림 콩

콘드 비프

다양한 수프

콘드 비프 해시

통조림 비프 스튜

맵게 양념한 햄

칠리 콩

덩어리로 잘라진 치킨

포크 앤 빈

참치

땅콩버터

야채 및 과일
통조림 과일

과일 주스

통조림 야채

건포도

권장 음식

곡물
쌀

조리된 시리얼

드라이 파스타

소다 크래커

시리얼

그래놀라/에너지 바

기타 권장 음식
탈지 분유

유제품이 아닌 크림

설탕

소금/후추

젤리

머스터드

인스턴트 오렌지 음료

케첩

인스턴트 커피/차/코코아

캔에 들어 있는 청량음료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비상 상황 시 가족이 다시 연락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사용할 커뮤니케이션 계획에는 통신망이
혼잡하거나 이용 불가능할 때 서로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이름:

핸드폰 번호:

기타 번호 또는 소셜 미디어 이름:
이메일:
중요한 진료 정보 및 기타 정보:

커뮤니케이션 계획

비상 상황 시 가족 연락처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연락처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Hawaiian Electric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HawaiianElectric

@HwnElectric (O‘ahu)
@MauiElectric (Maui, La-na‘i, Moloka‘i)
@HIElectricLight (Hawai‘i)

@HawaiianElectr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