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12일에 업데이트됨

지난 한 해 동안 SoCalGas®는 당사의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 저장 
시설(알리소 캐년)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리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첨단 기술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향상 조치로 설비의 인프라가 강화되었고, 실시간 압력 
모니터링이 도입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가주 전역의 주민 및 사업체의 난방, 조리 
및 전기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분을 동 시설에서 
보충하기 위해 승인된 가스정들을 통해 알리소 캐년에서 주입 
작업을 재개코자 규제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종합적 가스정 검사 지속
현재까지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의 31개 저장정이 환경보호부 석유•
가스•지열자원국(DOGGR)의 종합 안전 검토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안전 검사 기준에 따라 나머지 가스정들은 
일시적으로, 기계적으로 저장고로부터 밀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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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지열자원국(DOGGR) 일정
11월 30일에 석유•가스•지열자원국은 알리소 캐년에서 주입 
작업이 재개되기 전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공개회의 시기에 
대한 최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석유•가스•지열자원국은  
2017년 초에 안전 관련 검토를 완료하고 공청회의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업데이트를 
신청하시려면, DOGG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SoCalGas는 석유•가스•지열자원국,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
(CPUC) 및 동 기관의 전문가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 검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리소 
캐년은 지역의 보건 및 경제에 중요한 가정, 학교, 병원, 사업체 및 
기타 시설의 전기, 난방 및 조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인식

알리소 캐년 
진행 상황 보고

http://www.conservation.ca.gov/dog/Pages/AlisoCany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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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새소식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저희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알리소 캐년 지역사회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지도와 통찰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진행 상황 보고서를 비롯한 소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회의 생산적인 모임을 가져 새로운 펜스라인 메탄 모니터링 기술과 
알리소 캐년 가스 및 전기 신뢰도 동절기 실행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SoCalGas는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oCalGas는 어떤 안전 향상 조치를 시설에서 실행하였나요?
규제 및 주 법의 요구 사항을 넘어, SoCalGas는 알리소 캐년에 운영, 
기술 및 안전 향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로  다양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주입이 승인된 모든 가스정의 내부 금속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총 40마일 이상의 새로운 강관이 설치되었습니다.

• 압력 하에서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내부 금속관을 

둘러싼 새로운 물리적 방벽 또는 케이싱은 잠재 누출을 방지하는  

두 번째 보호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 이제 천연가스 인출 및 주입은 모든 검사에 합격하고 DOGGR

에서 사용 승인한 새로 설치된 내부 금속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기술 및 안전 
향상조치 및 관행을 도입하였습니다:

• 8쌍의 적외선 메탄 모니터를 갖춘 새로운 적외선 펜스 라인 메탄 

감지 시스템
• 24시간 운영 센터에서 모든 가스정에 대한 24시간 압력 모니터링
• 모든 가스정을 검사하기 위한 지속적 일일 순찰이 매일 4회 실시
•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적외선 열 이미징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 가스정을 매일 스캐닝
• 직원 및 계약업체 대상 훈련 향상

마지막으로, DOGGR의 지시로 SoCalGas는 감소된 압력으로 가스정을 
운영하므로 더 폭넓은 안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향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천연가스가 필요하나요?
남가주 내 가정의 95% 이상이 난방 및 온수를 위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동 지역 내 전기의 약 60%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됩니다. 병원, 운송 기관, 연료 제공자, 식품 가공자 및 항구를 
포함한 몇몇 중대 시설은 공중 보건, 안전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객들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겨울에 85%에 해당하는 날을 알리소 캐년 저장 
시설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알리소 캐년이 없을 
경우, 모든 고객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저희의 능력은 상당히 
축소될 것입니다.

SOCALGAS 통지 수신 신청

대기 질 통지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알리소 캐년에서 
천연가스가 방출될 경우에 전화, 문자 메시지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대기 질 통지 수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oCalGas로부터 대기 질 통지를 받도록 
신청하시려면 socalgas.com/airqualitynotifications

를 방문하시거나 1-800-427-22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SOCALGAS ADVISORY(주의보)
SoCalGas는 SoCalGas Advisory라고 불리는 
자발적 통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매년 겨울 
가정 및 사업체의 난방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금년 겨울에 지역적으로 
천연가스의 조달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남가주 주민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날에 천연가스 절약에 동참하도록 요청드립니다. 
SoCalGas Advisory가 내려지면, 온도 조절기를 
68도로 내리고, 하루를 기다린 후에 주요 
천연가스 가전기기를 사용하며, 가능한 경우 찬 
물로 세탁함으로써 절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SoCalGas Advisory수신을 신청하시려면, 
socalgas.com/advisory를 방문하거나 39044로 
“ADVISORY”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십시오.

http://docketpublic.energy.ca.gov/PublicDocuments/16-IEPR-02/TN212904_20160822T091332_Aliso_Canyon_Winter_Risk_Assessment_Technical_Report.pdf
https://www.socalgas.com/air-quality-notification-sign-up
https://www.socalgas.com/advis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