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드로 피자로(Pedro Pizarro), Edison International 사장 겸  

                          최고경영자 

 

• 안녕하세요? 저는 Southern California Edison 의 모회사인 Edison International 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페드로 피자로입니다. 

• Edison 의 거의 13,000 명에 이르는 남녀 직원을 대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19 전염병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저희들은 이 전염병을 억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응급의료원, 지역 사회 및 다른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직원들은 당사가 봉사하는 지역에서 살고 일합니다. 저희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며 SCE 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SCE 팀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SCE 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사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 작업을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o 전기 시스템의 안전 또는 신뢰성 보장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계획된 작업은 

일시적으로 연기됩니다. 

o 중요한 안전상의 이유로 시행되는 계획된 작업은, SCE 가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이러한 계획된 정전의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 저는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력이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정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입니다. 

 

•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염려하는 고객을 위해, SCE 는 그러한 이유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중지했으며 주거 및 비즈니스 고객에게는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19 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다음의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o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o 현장이나 사무실 근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SCE 는 이 유행병의 충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산불 위협의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당사는 우리의 지역 사회가 시급한 필요와 장기적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o Edison International 의 주주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응 기금에 15 만 달러를 기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총 1 백만 달러를 기부할 것입니다. 

• 지금은 세계, 국가 및 지역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 당사는 우리 직원, 고객 및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