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Energize Eastside, 

이스트사이트 전력공급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퓨젓사운드 에너지’(Puget Sound Energy, PSE)는 변전소를 

신규 건설하고, Redmond에서 Renton에 이르는 약 

18마일의 기존 송전선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전기 절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합니다.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와 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2017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전선 공사 세부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전 측량 

 현장 준비 및 접근 

 새 전봇대 건설 및 기존 전봇대 철거 

 컨덕터 설치(전선 작업) 

 작업 완료, 정리 및 복구 

토지 소유주와의 협력 문제 

저희는 공사 기간 동안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2016년 9월, 프로젝트 

설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토지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 코리도를 따라 토지 소유주들과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설계 과정의 일환으로, 전봇대 위치를 

비롯하여 공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측량 

PSE는 현재의 환경 영향 평가 과정과 프로젝트 설계 및 

향후 허가 신청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2015년 초부터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현장조사 

작업에는 PSE 인력과 업계 전문가들이 특정 위치의 현장 

특징을 연구하며 완료한 다양한 측량 작업도 포함됩니다.  

접근로와 전봇대 위치 확인 

현재 조사, 유지보수 및 기타 필요사항을 위해 PSE 인력이 

정기적으로 코리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공사 인력 

역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접근로를 동일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 인력이 새 접근 지점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접근로가 필요할 경우, 

PSE는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를 직접 만나 변경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허가 과정이 완료되어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정확한 전봇대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새 전봇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봇대와 같거나 비슷한 위치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PSE는 전봇대 위치 지정 시 다음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안전 및 기술 문제: 전기 관련 승인, 다양한 지형, 

구조적 하중 및 법규 요건 등 

 임계 영역: 습지, 개울 등 

 코리도 내 기타 유틸리티(수도, 전기, 가스 등) 사용  

 토지 소유주 관련 고려사항 

현장 준비  

공사에 앞서, 저희 인력이 도상 및 임계지역에 말뚝을 

설치하고, 전봇대 현장까지 접근로를 건설하고, 도상의 

초목을 잘라내거나 제거합니다. 유틸리티 코리도 내 초목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연방 요건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이번 공사로 내구성이 긴 새 장비가 설치되고 전봇대 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전봇대를 세울 구멍은 백터 트럭이나 

공사 개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인력이 전봇대 현장까지 임시 접근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오거(augur)를 사용해 굴착합니다. 구멍을 굴착한 후에는 

크레인을 이용해 전봇대를 세웁니다.  

새 전봇대는 모두 바로 땅에 설치되거나 현장 타설 피어 

기초에 세워지게 됩니다. 방법은 각 전봇대 현장의 구조 

하중, 토양 강도 및 접근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장 타설 

피어 기초를 설치하려면 보강철 케이지를 굴착한 구멍에 

세우고 콘크리트로 케이지를 덮어야 합니다. 전봇대는 

콘크리트를 28일간 경화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새 전봇대 건설공사 동안 기존의 전봇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신규 송전선 설치 

송전선을 따라 새 전설을 설치하는 것을 ‘스트링잉'이라고 

합니다.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에서는 기존 전선을 새 

전봇대로 가져와 새 전선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 전선을 설치할 때는 전선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 특수 

차량을 사용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코리도를 따라 

2마일마다 전선을 당겨 팽팽하게 하는 현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가급적 기존 코리도에 위치시킬 예정입니다. 

새 전선을 설치하고 나면 기존의 목재 전봇대는 

철거합니다. 

작업 완료, 정리 및 복구 

일대에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인력이 건설 현장과 준비 

구역에서 장비와 자재를 치우고 토지 소유주와 합의된 바나 

허가 조건에 따라 코리도의 복구 및 재녹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PSE는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대지를 가급적 예전의 

상태나 더 개선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PSE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다른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공사 일정 

전체 공사 기간 중 개별 대지에 대한 작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한 번에 길게는 며칠씩 건설팀이 대지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2017년 말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사 세부사항에 대해 더 알게 되는 대로 도로, 진입차도, 

접근 지점 차단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 일정과 세부작업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안전 

PSE는 항상 고객과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서 저희 송전 시스템의 중추는 

‘올림픽 파이프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올림픽 

파이프 라인 컴패니’(Pipe Line Company, ‘올림픽’) 

지하 석유 파이프라인과 유틸리티 코리도를 

공유합니다. 이는 수십 년에 이르는 관행이며 여러 

이스트사이트 관할권에서 유틸리티의 공동 배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유 코리도 내 송전선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PSE 엔지니어들이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의 설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이프라인 컴패니'(‘올림픽') 지하 석유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공사할 때는 안전한 건설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 인력이 ‘올림픽’ 측과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현재도 ‘올림픽’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공사 전후로 코리도 내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와 파이프라인 안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energizeeastside.com/safety를 참조하십시오. 

 

‘에너자이즈 이스트사이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