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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이전의 주의사항 
• 생명 유지장치 및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회사에 등록해 둔다. 

• 발전기의 구입을 고려한다. 발전기를 설치할 시,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따른다. 발전기는 실외에 두되 

전기코드는 실내에서 조작한다. 발전기를 주 전원의 패널에 연결하지 않는다 – 매우 위험하다!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실내에 반드시 설치한다. 

• 재난대비 비상용품 함에 발광 스틱, 손전등, 건전지형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 및 태엽시계를 반드시 

비치해 둔다.   

• 유선전화기를 비치한다 — 무선전화기의 경우 정전시 작동하지 않는다.  

• 대체난방기구 및 연료를 비치해 둔다.  

• 전동식 차고 개폐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수동으로 개방하는 요령을 숙지해 둔다.  
 

정전 중 주의사항 
• 냉장고와 냉동고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끈다. 어두운 경우에도 전등 스위치, 램프 및 전기제품 

버튼을 ‘오프(off)’ 위치에 둔다.  

• 전원이 복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의 급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나 기타 민감 장치들의 

플러그를 뽑아둔다.  

• 전원이 복구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전등을 켜놓는다. 전원 복구 이후에도 최소 15 분 이상 기다린 

후 다른 전자제품을 켠다.  

• 절대로 가스오븐, 가스레인지, 숯불 그릴 또는 휴대용 프로판 가스버너를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산소를 소모시키고 일산화 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초의 사용은 화재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로 작동되는 손전등이나 발광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 등유난로, 가스 전등 또는 가스 스토브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유독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적당한 환기를 유지한다. 반드시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상비한다. 

• 추락한 전기선이나 가지가 부러진 채 기울어 있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식품-매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사용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가장 빨리 변질될 수 있는 식품을 먼저 사용한다.   
• 냉장고 및 냉동고의 문을 닫아 둔다. 정전시에도 냉장고의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약 하루 동안은 냉동 

상태가 유지되며, 별도의 냉동고에 냉동식품이 가득 차있는 경우에는 약 이틀 동안 냉동상태가 유지된다. 
•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얼음이나 눈을 채운 박스를 냉장고 안에 넣어둔다. 냉동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한다. 맨손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취급하지 않는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 보관을 

위해 얼음 덩이나 얼음 주머니를 사용한다.  
• 겨울철에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실외온도는 

변화가 심하며, 양지바른 곳의 경우 특히 온도차가 크다. 냉동된 음식은 해동될 수 있으며, 냉장고 안의 

음식도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충분할 정도로 온도가 상승 할 수 있다. 실외에 보관된 음식은 동물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의심이 가면 버린다. 차갑지 않은 고기, 해산물, 유제품 및 조리된 음식은 버린다. 
• 의심이 가는 음식은 절대 맛보지 않는다. 외관이나 냄새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병원균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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