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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견   
원활한  
의사소통 
SoCalGas®는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알리소 캐년 인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알리소 캐년 관련 뉴스 및 정보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소통 방식 선호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중 몇 가지 사항입니다. 

     • 대부분 사람들은 경미한 사건을 포함하여 저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관련 정보를 받고 싶어합니다.

     • 대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알림 수신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 대다수는 알림 수신 속도에 있어 이메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약 절반가량이 문자 메시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사는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재 예방 활동 
알리소 캐년 일부 지역에서 조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매년 SoCalGas®는 화재 예방 안전 조치에 따라 저장 시설 주위에 자라 난 
덤불과 잡초를 제거합니다. 최근 일부 이웃 주민들이 현장에서 찍은 탱크를 
실은 트럭 사진을 보고 탱크에 화학 제초제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차량은 제초제 살포용이 아닌, 시설 주변까지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높은 강우량을 기록한 덕분에 덤불이 빽빽하여 
무성하게 자란 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자는 잡초 제거기를 사용하여 덤불을 제거하며,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정도면 작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역사회 알림 시스템 확대
SOCALGAS® 저장 시설

SoCalGas®는 아너 란초(Honor Rancho), 라 골레타 (La Goleta), 
플라야 델 레이(Playa del Rey) 천연가스 저장 시설에 새로운 
지역사회 알림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알리소 캐년 저장 시설(Aliso 
Canyon)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다른 알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 새로운 지역사회 알림 
시스템에 등록하면 저장 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또는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CalGas는 
알리소 캐년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지하 저장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러한 주요 시설 인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지역사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기초로 
구축되었으며, 운영 투명성을 확립하려는 당사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시스템에 가입하려면  socalgas.com/
communitynotifications 방문하십시오.

지역사회 인식

알리소 캐년 저장 시설 진행 상황 보고

https://www.socalgas.com/communitynotifications
https://www.socalgas.com/community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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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소 캐년 펜스라인 온라인 모니터링 데이터
SoCalGas는 주민들이 알리소 캐년에 설치된 메탄 모니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화형 온라인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위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탄가스 농도가 24시간 동안 5분 단위로 기록된 차트가 표시됩니다. 메탄가스 농도는 백만 분율(ppm)로 
측정됩니다. 풍속, 습도와 같은 현재 기상 상황을 파악하면 메탄 판독값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사이트 socalgas.com/alisoupdates를 방문한 다음,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현재 적외선 메탄가스 농도 모니터링 (Current Infrared 
Methane Monitoring)” 을 클릭하여 새로운 대화형 온라인 도구에 액세스하십시오.

알리소 캐년 펜스라인 모니터링 FAQ

• 웹사이트 (arb.ca.gov/research/aliso_canyon/
community_methane_monitoring.html)에서 당사의 
판독값과 남가주 대기질관리국(AQMD) 모니터 수치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AQMD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당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므로 판독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0ppm 이 표시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유지보수 작업이나 기상 상황 때문에 모니터가 오프라인인 경우, 

대화형 맵에 “O”가 표시되고 결과값이 0ppm으로 표시됩니다.
• 판독값은 적외선 광선을 방해하고 모니터를 오프라인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비, 안개, 먼지와 같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관련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alisoupdates를 
방문하십시오.

판독 수치가 증가하면 SoCalGas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펜스라인 시스템에서 20분 이상 평균 7ppm 이상 감지되면 현장 

조사를 위해 기술팀을 파견합니다. 기술자는 인간의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수치 이하의 메탄 농도를 감지해 내기 위해 최신 휴대 장치를 
사용합니다.

• 메탄 판독값은 적외선 광선을 방해할 수 있는 비, 안개, 먼지와 같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니터 한 
대에서 판독값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메탄 농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누수 또는 누출 부위가 감지되면 당사의 일반 업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담당 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알립니다.

시스템에서 일정하게 2 ppm 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포터 랜치 지역의 정상적인 메탄 배경 농도가 1.9-2ppm 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 농도는 일반적으로 검출 
가능한 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2ppm에서 평행선을 나타낸다면 정상 농도 이상의 메탄이 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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