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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라이트(A Bug’s Light!)’공연 통해 수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전기 안전 교육
로즈미스, 캘리포니아., 2013 년 9 월 12 일 —극장무대를 통해 소개되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벅스 라이트(A
Bug’s Light!)” 수퍼히어로 벌레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의 서비스 지역에 있는 10 군데의 저소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기안전에 대해 교육하기위해 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원더벅 스파키는 아이들을 위한 내셔널극장(The National Theater for Children ,NTC)에
의해 제작된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을 통해 학생들과 가족들이 전기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전국적인 준비의 달을 맞이해서 약 5 천 4 백여명의 학생들이 오는 9 월 16 부터
20 일사이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체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CE 의 모기업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NTC 에 캄톤, 알함부라, 산타아나, 모레노밸리, 샌버나디노와
옥스나드를 포함한 남가주의 초등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연을 만드는데 2 만 5 천불을 기부하였습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자넷 클레이톤씨는 “안전이
최우선 사항인 만큼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주변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 ‘벅스 라이트!’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행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계속해서 전기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쌍방향 교육기법을 이용해 전문 연극배우들에 의해서 연기가 진행되고 학급교과과정, 디지털
교육용 게임들과 과제등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사용되는지와 집안과 밖에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땅에 떨어진 전선주변을 포함해서 전기시설 주변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해서, 각
공연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안전수칙들을 전하게
됩니다.

‘벅스 라이트!’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9 월 16 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초등학교 ( 오전 9 시와 9 시 45 분) , 캄튼

•

9 월 16 일, 프리몬트(Fremont)초등학교 (오후 12 시 30 분, 1 시 30 분) , 알함브라

•

9 월 17 일, 베툰(Bethune)초등학교( 오전 8 시 40 분, 9 시 15 분, 9 시 50 분), 모레노 밸리

•

9 월 17 일, 서니메도우(Sunnymeadows)초등학교 (오후 1 시 45 분, 2 시 15 분) 모레노 밸리

•

9 월 18 일, 놀톤(Norton)초등학교 (오전 9 시 30 분, 10 시 15 분), 샌 버나디노

•

9 월 18 일, 리오 비스타(Rio Vista)초등학교 ( 오후 1 시 30 분, 2 시 15 분), 샌 버나디노

•

9 월 19 일, 케네디(Kennedy)초등학교 ( 오전 8 시 15 분, 8 시 50 분, 9 시 30 분, 10 시 30 분), 산타
애나

•

9 월 19 일, 타프트(Taft)초등학교 (오후 1 시 5 분), 산타 애나

•

9 월 20 일, 서굿마쉘(Thurgood Marshall)초등학교 ( 오전 9 시 30 분, 10 시 15 분), 옥스나드

•

라모나(Ramona)초등학교 (오후 1 시 20 분, 2 시), 옥스나드

SCE 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트위터(www.twitter.com/SCE)에서 팔로우 하시거나
페이스북을(www.facebook.com/SCE)방문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내셔널 극장(NTC)에 대해
지난 1978 년에, 아이들을 위한 내셔널 극장(NTC)은 흥미롭고 아주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교사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 태동했습니다 .
NTC 는 현명한 에너지 사용, STEM, 재정적인 능력, 건강과 영양 그리고 환경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최신의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학문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원래는
실제 공연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데 주력했지만, NTC 는 이제 프린트물,디지털 교과
게임들과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교육용 미디아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적인 공연을 과학과
접목 시킴으로써 혁신을 이룩했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학교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nationaltheatre.com
에디슨 인터내셔널(Edison International)에 관하여
에디슨 인터내셔널 (NYSE:EIX)은 그 밑의 산하 회사들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과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전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의 로즈미드에 있으며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의 모회사입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선기금은 온전히 에디슨 인터내셔널 주주들의의해 조성된 자금입니다.회사의
자선활동은 선도기업의로서의 책임과 역활중의 하나입니다. SCE 고객들의 전기료는 이러한 자선기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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