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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소 캐년의 안전성 및 운행 적합성 
SoCalGas®는 종합 검사와 물리적 개선 작업 실시 및 전용 유관을 설치한 결과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알리소 캐년)이 연료 주입 작업을 재개하기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석유•가스•지열자원국(DOGGR)이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Lawrence Berkeley Laboratory),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Laboratory),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 소속의 기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개발한 주 
관할 종합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DOGGR과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SoCalGas가 연료 주입 
작업을 다시 실시하도록 허가할지를 결정합니다. 한편 근본원인 분석을 통해 SS-25 가스정 현장에서 실시한 케이싱 작업의 오류를 야기한 특정 방식과 
기계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입니다.

알리소 캐년의 연료 주입 재개 역량은 해당 지역의 천연가스 및 전기 시스템 신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SoCalGas는 주입 작업을 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으므로 근본원인 분석 결과에 좌우되지 않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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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치수는 socalgas.com을 참조하세요

인프라, 기술 및 안전 개선 
SoCalGas는 DOGGR의 승인을 얻어 모든 가스정의 내부 금속 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규정 및 주 법규 요구 기준을 상회하는 
여러 개선 작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50 마일에 달하는 새 
강관이 설치되었습니다. SoCalGas는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정의 
운영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투자했습니다.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 50마일에 달하는 내부 강관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  새 내부 배관 주위에 물리적 장벽을 세우거나 배관을 
케이싱하여 누수 위험에 대비한 부차적인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DOGGR의 사용 승인을 얻은 가스정 
내부 새 금속관을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주입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과거 알리소 가스정(“전”)과 새 알리소 가스정(“후”)
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가스정 검사 업데이트
해당 규정 및 주 법규에 따라 알리소 캐년에서 가스정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기준:

•  알리소 캐년의 114개 (또는 100%) 활성 가스정에 대한 1단계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  그중 113개 (또는 99%) 가스정이 2단계 시험으로 
이동했습니다.

•  38개 가스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  34개 가스정은 DOGGR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인식

알리소 캐년 저장 시설
진행 상황 보고

https://www.socalgas.com/1443740344669/Z_N17G0004A_Aliso-Cyn-Fitness-for-Service_Package_Final.pdf
https://www.socalgas.com/1443740372632/Z_SoCalGas_Well-Diagram_Then_Now.pdf
https://www.socalgas.com/1443740372632/Z_SoCalGas_Well-Diagram_Then_Now.pdf


가스 수송 및 저장 담당 부사장, 로저 슈베케
(RODGER SCHWECKE) 소개
가스 수송 및 저장 담당 부사장인 로저 슈베케
(Rodger Schwecke)는 SoCalGas의 수송 
및 저장 시스템을 감독하며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을 비롯한 SoCalGas 시스템의 일일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누수가 진행되는 동안 로저 부사장은 
감압정을 건설하고 누수를 영구적으로 
밀봉하도록 작업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로저 부사장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현장의 114개 가스정에 대한 
종합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로저 부사장은 SoCalGas에서 맡고 있는 중책 이외에도 Discovery 
Science Center 위원회, 오렌지 카운티 기업 협의회(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UCLA 평생교육 수료 과정(UCLA Extension 
Certificate)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일련의 시험을 통과한 시설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DOGGR의 석유 가스 감독관인 켄 헤리스
(Ken Harris)가 말합니다.

주 상원 의원인 헨리 스턴(Henry Stern)과 밥 허츠버그 
(Bob Hertzberg) 그리고 다른 현지 직원들이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 카메라를 이용한 누수 탐지와 같이 개선된 시설을 
시찰하고자 알리소 캐년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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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알리소 캐년 현장 방문 
지난 달 DOGGR과 CPUC는 가세티(Garcetti) 시장 사무실 소속 직원들과 
기자단,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Aliso Canyon Community 
Advisory Council) 위원들, 여러 지역 공무원과 사무직원, 포터 랜치 
살리기 단체(Save Porter Ranch) 및 식량과 물 감시 기구(Food & Water 
Watch)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 단체 일원들을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로 초대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5차례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지휘본부, 
가스정에 설치 중인 새 배관 및 누수 탐지에 사용된 최신 적외선 기술 등 
시설 개선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질 알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알리소 캐년에서 천연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전화, 문자 메시지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대기질 알림을 
수신하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socalgas.com/airqualitynotifications)를 
방문하거나 1-800-427-2200번으로 연락하여 알림 수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누수 위험성 식별 방법
천연가스 누수로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800-427-2200번으로 SoCalGa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케빈 드 레온(CA State Senator Kevin de Leon)
켈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스리지(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채츠워스 근린의회(Chatsworth Neighborhood Council)
그라나다 힐스 노스 근린의회(Granada Hills North Neighborhood Council)
그라나다 힐스 사우스 근린의회(Granada Hills South Neighborhood Council)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Los Angeles Chamber)
로스앤젤레스 소방서(Los Angeles Fire Department)
로스앤젤레스 경찰서(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노스리지 이스트 근린의회(Northridge East Neighborhood Council)
노스리지 웨스트 근린의회(Northridge West Neighborhood Council)
사우스랜드 지역 부동산 중개인 연합(Southland Reg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테소로 시니어 아파트(Tesoro Senior Apartments)
밸리 산업 상조합(Valley Industry Commerce Association)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SoCalGas는 2016년 10월에 설립된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CAC)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AC는 지역 
교회, 단체, 사업체 및 학교 소속의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월례 회의를 통해 SoCalGas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항과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일례로 SoCalGas는 CAC 위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알리소 캐년 업데이트 웹 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C는 이메일, 당사 웹사이트, 지역사회 게시판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 이외에 양방향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참여를 수락한 개인 및/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ocalgas.com/air-quality-notification-sign-up
https://www.socalgas.com/stay-safe/emergency-information/natural-gas-lea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