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시설에서 누출이 발생한 
이후 한해 동안 저희는, 저희 직원, 고객 및 해당 
지역사회를 위해 최상의 안전 운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프라 강화
SoCalGas®는 알리소 캐년에서 종합적인 인프라, 기술 및 안전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석유•가스•지열자원국
(DOGGR)에서 요구하는 종합 안전 검토 완료에 있어 지속적으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된 가스정 내부 배관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총 40마일 
이상의 강관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 새 내부 배관 주변의 물리적 방벽이나 케이싱이 잠재 누출을 
방지하는 2차 보호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제 천연가스 추출 및 주입은 모든 검사에 통과하고 DOGGR

에서 사용 승인한 새로 설치된 내부 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SoCalGas의 DOGGR에 대한 2016년 10월 7일자 격주 보고에 따르면,  
동 시설 내 27개 저장정이 DOGGR의 종합 안전 검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9개 가스정에 대해 2단계 진단 검사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78개 가스정은 추가 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저장고로부터 
일시적으로, 기계적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DOGGR에 대한 다음 보고
는 10월 21일 금요일에 제출됩니다. 주입이 실시되기 전에 가스정은 다음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온도
2. 소음
3. 초음파 영상
4. 시멘트 접착
5. 자기장 누설
6. 다중 암 캘리퍼
7. 가스정 케이싱에 대한 수압 시험
8. 내부 배관에 대한 수압 시험

검사 중에 일시적으로 밀폐된 가스정은 가스전 내의 압력으로부터 기
계적으로 밀폐되고 격리될 뿐만 아니라 추가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액체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밀폐된 가스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일 관찰을 실
시할 예정이며 압력 변화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기 탐지 및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저희는 인프라를 강화함과 아울러 다음을 포함한 일련의 기술 및 안
전 개선 조치를 알리소 캐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적외선 경계 모니터링 시스템
• 24시간 운영 센터
• 일일 적외선 비디오 가스정 현장 스캐닝
• 지속적인 가스정 압력 모니터링 기술
• 일일 2회 순찰
• 정기적인 안전 및 장비 점검

알리소 캐년
저장 시설

지역사회 인식

MONITOR.
STRENGTHEN. 

COMMUNICAT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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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MONITOR.
STRENGTHEN. 

COMMUNICAT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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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강화.
감시.
소통.



Si desea obtener esta información en español visite el sitio web AlisoUpd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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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신속하게 소통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저희는 포터랜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 단체, 로스
앤젤레스 경찰국,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
라 포터랜치 전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 사업체 소유주 및 지역사회 지
도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
습니다. 

대기질 알림
일정 수준의 천연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주민들이 전화, 문자 메시지 및/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 받을 수 있도록  
대기질 알림 시스템을 정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웹사이트(socalgas.com/airqualitynotifications) 를 방문하거나 

1-877-238-0092에 연락하여 알림 수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OCALGAS.COM

알리소 캐년에 대한 상기 또는 기타 정보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socalgas.com/alisoupdates) 를 방문하십시오.

일단 SoCalGas에서 모든 종합 안전 검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는
지역의 난방, 조리 및 전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저장시설에서 천연가
스 공급분을 다시 채우도록 규제기관에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 알리소 캐년의 중요성 

www.youtube.com/watch?v=_037TQTd6E8

• 알리소 캐년에서의 가스정 검사  

www.youtube.com/watch?v=mTRlZkWD3VE

• 알리소 캐년의 운영 개선 

www.youtube.com/watch?v=QoWMoPd4vi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