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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 디지털 도서관 개관, 샌 오노프레의 교체된 증기 발전기에 관한 문서들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작
디지털 도서관 거의 100 개의 문서와 3 천 2 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대부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로즈미드, 캘리포니아., 2013 년 9 월 4 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은 오늘
www.SONGScommunity.com/library 를 통해 샌 오노프레 디지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
개관으로 지난 샌 오노프레 발전소의 폐쇄를 초래했던 교체 증기발전기들의 디자인과 설계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SCE 의 론 리징어 사장은 “샌 오노프레 발전소의 폐쇄의 원인이 되었던 교체 증기발전기들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이해 하는데 정부관리들과 입법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법자들과 관련부처 관리들이 투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올바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초의 샌 오노프레 원자력 발전소(SONGS)의 폐쇄는 미쯔비시 중공업(MHI)이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교체하였던 증기 발전기들의 고장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SCE 는 이전에 미쯔비시 중공업의 증기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미쯔비시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샌 오노프레 디지털 서류 도서관은 다양한 문서들을 구비했으며 많은 부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100 개에 가까운 문서들을 구비했으며 이는 총 3,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또한 이 도서관은 SCE 가 이전에 SONGScommunity.com 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한 교체된
증기 발전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에 포함된 문서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편집된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 편집된 부분은
미쯔비시 중공업이 독점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된 부분들입니다.

SCE 는 편집되지 않은 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미쯔비시 중공업측이 동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CE 는 디지털 도서관에 추가로 더 많은 문서들을 올릴 예정이며 미쯔비시사에 추가될
문서들이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대해

에디슨 인터내셔널(NYSE:EIX)의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로
중가주와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남가주 등 50,000 스퀘어 마일에 걸쳐 490 만 가정과 업체, 총
1,400 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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