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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정전기 예방하는 방법

옷을 벗다가 따끔따끔, 자동차의 손

잡이를 잡는 순간 찌릿찌릿. 바로 불청

객 정전기란 놈이 주는 고통이다. 

정전기의 통증은 남자보다는 여성

들이,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들이 예

민하게 느낀다. 또, 뚱뚱한 사람보다

는 마른 사람이 몸에 수분이나 유

분이 부족해 정전기에 예민한 반응

을 보인다. 자동차 정전기를 예방하

는 노하우를‘CHEVROLET KOREA 

TALK’(https://blog.gm-korea.co.kr/)

가 소개했다. 

■ 차문 열기 전, 열쇠로 차체 ‘톡톡’ 건드

리기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차문을 열기 전에 동전이나 열쇠 같은 

금속으로 차체를 톡톡 건드려서 정전

기를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다. 열쇠

의 뾰족한 끝부분과 자동차 문은 둘 다 

금속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쉽게 이동

하는 원리를 활용한 예방법이다.  

■ 손 촉촉하게 유지하기

정전기가 싫어하는 것은 첫째도 습도, 

둘째도 습도다. 따라서 적당한 습도 유

지야말로 정전기 퇴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라면 보습력이 좋은 핸드크림으로 늘 

손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게 좋다.

■ 시트커버는 천연가죽이나 순면

정전기가 화학섬유를 만나면 더 활발

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자동차 시트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천연

가죽이나 순면 제품으로 바꿔주세요. 

정전기의 60% 정도는 차단할 수 있습

니다.  

■ 세차 자주하기   

차체에 쌓인 오염 물질은 정전기 발생

의 원인이 된다. 쌓여있는 먼지가 수분

을 빼앗아 차체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기 때문이다. 

■ 하차는 느릿느릿

한 손으로 차문을 잡은 채 발을 하나

하나 천천히 내딛어서 내리게 되면, 정

전기가 다량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차내 습도 유지하기

차량 내부의 습도가 너무 낮으면 정

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등을 비치해 차내 습도를 적정

선으로 유지시키고 또, 차내 온도를 높

이고 싶을 때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

는‘히터’보다는 되도록‘열선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전기 예방을 위해 더 

좋다.‘천연 가습기’인‘숯’을 1킬로그

램 정도 작은 바구니에 담아 운전석 아

래 등 차량 내부에 놓아두면 습도 조절

은 물론이고 공기 정화와 탈취, 음이온 

방출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주유를 다 마친 후 승차하라!  

정전기는 전압이 높아도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리 위험

하지 않다. 하지만 주유 시에는 만의 하

나라도 휘발유에 있는 증발 가스가 정

전기로 인해 점화되는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유 중

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주유 

중 문을 여닫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

다. 자칫하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정전

기가 유증기에 착화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유를 마친 

후 차량 문을 열고 승차해야 한다. 

<사진=타운뉴스DB>

크레이그 리저널 파크
(Craig Regional Park)

우리 동네 가 볼 만한 곳

124에이커에 달하는 제법 큰 공원

이다. 가끔 다니는 스테이트 칼리지 길

(State College Blvd.)에 있지만 그곳에 

공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공원은 미 육군 공병대의 지원으로 

1974년에 건설되었다. 봄, 여름에는 오

전 7시에 문을 열어 오후 9시에 문을 닫

고 가을과 겨울에는 7시부터 6시까지 오

픈한다. 주차료는 주중 $3, 토요일, 일요

일은 $5이다. 공원 정문 앞, State Col-

lege Blvd.에도 주차할 수 있다. 

이 공원에는 언덕과 호수, 장미 정원이 

꾸며져 있으며 산책로가 걷기 편하게 만

들어져 있다. 그리고 개울이 가장자리를 

흐르고 있으며 개울에는 가재들도 서식

하고 있다. 

3에이커에 달하는 호수에는 오리, 두

루미 등 많은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며 메기와 송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

다. 낚시도 가능하나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한 Fish and Game License

를 소지해야 한다.  

피크닉 셸터가 6군데 나뉘어 있으며, 

두 곳에는 단체가 머무르며 식사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피크

닉 테이블과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시설

이 설치되어 있다. 셸터와 그룹 에어리어

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  

공원 입구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세 

곳의 소프트볼 경기장과 야구장이 있으

며 농구와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핸드볼 코트도 마련되어 있다. 세 

곳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나 57번 프리웨이 가까이 지날 때는 

자동차 소음이 귀에 거슬릴 수 있다. 

▣ Craig Regional Park

▶ 3300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5

▶ (714) 973-3180

▶ https://www.ocparks.com/parks/ted

▲ 사진=타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