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담당 이사의 메시지
2012년도 Augusta의 식용수 품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

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Augusta의 정수 기준이 모든 연방 및
각 州의 식용수 규격보다 높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Augusta의 처리장은 5년 이상 연속
하여 완벽한 규제 준수 활동을 인정받아 플래
티넘 상을 수상하는 등 2012년에도 고도의 품
질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
다.
취수 펌프장에 2대의 터빈을 새로 설치하고
Augusta 취수댐을 보강하는 등 올해에도 주요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관로를 건설하여 서쪽 Gordon
Highway 지형까지 상수도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Augusta Utilities 시스템

의 북쪽과 남쪽 지대 간 연결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
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고품질의 식용수를 생산하여 제공하도
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Augusta에는 품질 좋은 수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서에

식용수 품질 보고서

절수 요령
절수 측정은 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
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식수원 공급량을 절약하고 수도세
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을 참
고하십시오.

실내 절수 요령:
물이 새는 수도꼭지, 파이프, 화장실 등 수리
낡은 고정 세간을 절수 장치로 교체
세탁물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세탁
쓰레기 처분 시 화장실 사용 금지
샤워 시간 단축
이를 닦는 동안 수도꼭지 잠그기

실외 절수 요령:

제공된 절수 노하우를 실천하여 소중한 수자원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 및 관목 주위에 뿌리 덮개 사용

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사의 서비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Augusta

수도꼭지, 호스 및 스프링클러의 누수 수리

Utilities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질 연구소 (Tel.(706) 821-4237)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Tel.(706) 312-4160). 그리고, 문의사항은
tomw@augustaga.gov 을 이용하거나 H2OInTheKnow@augustaga.gov

접지식 관개 조직이 있는 경우, 비 센서 설치
재생수를 연결하여 관개

로 고객 피드백을 보내주십시오.

Tom Wiedmeier P.E.
이사

상수원은 어디인가?
Augusta Utilities는 2개의 원수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Highland Avenue 처리장은 사바나 강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 물은 역사적인 Augusta 운하 취수장을 거치면서 Augusta
Utilities의 저수지로 대량 유입되는 데, 이는 약 1억2,000만 갤론에 해당됩니
다. Max Hicks 공장도 사바나 강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South Richmond 카운티
이 CCR의 영어, 한글어, 및 스페인어 버전은

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1,500만 갤론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째 수

www.augustag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은 Augusta 남쪽 지역의 지표면에서 수백 피트 내려간 Crutaceous Aquifer 에

부서를 클릭한 후, Q-Z > 유틸리티 > 소비자 보고서를 클릭

있습니다. 이 2개의 수원을 결합하여, Augusta Utilities의 처리장에서 해마다

하십시오.

약 155억 갤론의 식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로 물 보존
보이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수백 또는 수천 갤론의 물이 하수
구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라도 잘 찾아보면 이런 물 도둑을
잡아서 더 이상 활개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
니다. 소량(1분 당 0.5 갤론)의 누수 때문에 매월 100 달러 이상 상수도 및 하수
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꼭지 – 대부분의 누수는 가정 내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와셔가 마모되었

식용수(수돗물 및 병에 든 생수)의 원천은 강, 호수, 개울, 연못, 저수지, 온
천 및 우물입니다. 물은 육지의 표면 위로 또는 땅을 통해 이동하고 자연
적으로 용해되면 미네랄이 발생되며, 경우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
집니다. 동물 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질이 곁들어질 수 있
습니다. 수원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균성 오염물 –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주로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 축산

마개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와셔 또는 “O” 링이 마모되면 수도

농가 및 야생동물에서 비롯됨.

수도꼭지로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을 잠그고 와셔를 교체한 후, 수도관을 다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많으니 이를

수원 평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물질

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도꼭지는 지하실 또는 창고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꼭지에 물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수도꼭지의 누수를 수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는, 여기를 스캔하십시오.

무기 오염물 – 염분 및 금속 성분. 자연 발생 또는 도심에서 빗물이 유출
되거나, 산업체 및 가정에서 하수 방출, 오일 및 가스 생산, 광업 또는 농업

美 식용수 안전법(Federal Safe Drinking Water Act)은 1996년에 개정되었으
며, 이에 따라 각 州마다 수원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여 도시 상
수도의 품질에 미치는 각종 위협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Parsons Engineering, Inc.은 AUD(Augusta Utilities Department)와 계약을 맺고 2001년 수
원 취수구의 민감성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 민감성 지표에 따르면, 연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원의 절반 이상
이 우선순위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USEPA 안내서 및 엔지니어링 원리에
따라 개발된 발생 가능한 오염원 순위를 토대로, 전반적인 취수구 민감성
은 낮게 판별되었습니다. 또한, ICR(Information Collection Rule)의 일부로 체
집한 수질 견본을 보면, 수원에서 생물학적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
니다. 이 순위는 USEPA에서 설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취수구는 오염원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취수구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비롯됨.

화장실 – 화장실은 가장 흔히 물이 새는 장소 중 하나이지만 수도꼭지의 누수

살충제 및 제초제 – 농업, 도심의 빗물 유출, 가정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를 의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누수를 판별하려면, 수조

있을 수 있음.

수상 내역

유기 화학 오염물 – 산업 공정과 석유 정제로 인한 각종 부산물인 합성 및

2012년 중, Augusta Utilities의 지표수 및 지하수 처리장은 단 한 차례도 규
제를 위반하지 않고 5년 이상 연속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조지아州 수질
전문가 협회에서 수상하는 플래티넘 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Augusta Utilities의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과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안전한 식용수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 물이 찬 후에 변기를 보십시오. 물이 계속 변기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나 물
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 화장실의 누수는 월류관 또는 수조 안의 플런저 볼에서 발생합니다.
화장실의 누수를 알아보려면, 수조 뚜껑을 열고 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수위가

휘발성 유기 화학물. 주유소, 도심의 빗물 유출, 그리고 정화조에서 비롯되
는 경우도 있음.

월류관 아래로 0.5 인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필요 시, 뜨개 높이 제어 나사

방사성 오염물 – 자연 발생 또는 오일 및 가스 생산 그리고 광산 개발이

를 조정하여 밸브가 이 높이에서 물에 멈춰야 합니다. 밸브에서 물이 샐 경우

원인일 수 있음.

에는 배관공에게 수리를 맡기십시오.
물의 흐름이 보이지 않거나 새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소리 없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누수를 검사하려면, 소량의 식품 착색
제를 수조에 넣어 보십시오. 물을 흘려 보내면 안됩니다! 약 5분 간 기다리십
시오. 변기에 식품 착색제가 나타나면, 소리 없는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플
런저 볼 또는 수조 아래쪽 플래퍼 밸브의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누
수는 가까운 하드웨어 용품점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실외 수도 마개 및 관개 조직 – 스프링클러를 자주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특히,
실외 수도 마개를 점검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잔디밭 또는 정원에
호스가 널부러져 있는 경우 여름 내내 수천 갤론의 물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실외 수도꼭지를 항상 닫아두시기 바랍니
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 위해, 조지아州 EPD(Environmental Protection

UCMR 데이터의 가용성

Division)와 美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도시 상수도에서 공

Augusta Utilities는 2008년에 UCMR(Unregulated Contaminant Monitoring

급되는 물에 일정한 양의 오염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Regulation) 샘플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오염물질

美 식약청과 조지아州 EPD 규제에 따르면, 병에 든 생수도 오염물의 한도

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규제성 오염물질은 USEPA에서 설정한

를 정하여 공공 보건을 보호하도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병에 든 생수를

식용수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UCMR 모니터링은 2013

비롯하여 모든 음용수에는 극히 소량이지만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년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오염물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은 EPA에서 오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물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염물에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되는지 판별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Augus-

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염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EPA

ta Utilities 고객들은 이 데이터를 참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의 안전한 식용수(Safe Drinking Water)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Tel. (800)
426-4791).
식용수의 오염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알고 싶으면, 수질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Tel. (706) 821-4237).

수질이 걱정되세요?

받는 등 면역 체계가 손상된 자, 장기를 이식 받은 자, HIV/AIDS 또는 기타

Augusta Utilities의 수질 연구소에 문의하십시

면역 체계에 장애가 있는 자, 일부 고령자와 신생아는 특히 감염의 우려가

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3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건 전문의로부터 식용수에 관해 상담을 받

시에 (706) 821-4237로 연락하거나, 업무 외

아야 합니다. EPA/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은 와포자

시간 및 주말에는 (706) 842-3060을 이용하십

는 강우량이 적더라도 몇 주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계량기를 점

충 및 기타 세균성 오염물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안내

시오. 수질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검하여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시간에도 물이 관개 조직으로 유입되는지 확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용수(Safe Drinking Water) 핫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Tel. (800) 426-4791).

Augusta Utilities를 찾아주십시오.

인하십시오. 지하 수도관으로 조금만 물이 새도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될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조정하여 원하는 곳으로 물을 직접 뿌려야 합니다. 잔디를 차고 진입
로에 심지 마십시오! 타이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중 호우가 내리는 기간 또는 그 후 며칠 동안 관개하지 마십시오. 좋은 잔디

수 있습니다.

2012 수질 검사 결과
지하수 식물량

하이랜드 식물낮

힉스 식물낮

연도 MCL MCLG

낮음-높음

음-높음

음-높음

위반 사례

불소 (ppm)

2012

4

4

0.15-1.41

0.35-1.13

0.61-0.97

없음

염소 (ppm)

2012

4

4

1.10-1.497

1.07– 2.20

0.95-1.85

없음

미생물 제어에 사용되는 수질 첨가제

질산염 (ppm)

2012 10

10

0.57-1.7

N/D

N/D

없음

비료에서 유출; 정화조에서 침출; 하수; 천연 퇴적물의 침식

총유기탄소 (ppm)

2012 TT

N/A

N/D

1.0-1.3

1.0-1.5

없음

환경 속에 자연히 존재함

트리할로메탄 (ppm)

2012 0.08

0.001-0.03

0.017-0.065

0.003-0.078

없음

식용수 살균의 부산물

2012 0.06 N/A

0.002-0.02

0.013-0.035

0.002-0.05

없음

식용수 살균의 부산물

N/D

0.061-0.181

0.043-0.143

없음

토양 유출

0

0

0

없음

환경 속에 흔히 존재; 사람 및 동물의 배설물

물질

총할로아세트산 (ppm)
탁도 (NTU)

2012 TT

총대장균(100 mL 당)

2012 < 5%

0

근본 원인
천연 퇴적물의 침식; 튼튼한 치아를 촉진하는 수질 첨가제; 비료
및 알류미늄 공장에서 배출

납 및 구리 분석을 위해 수집한 수돗물 견본 (서비스 지역의 50가구 대상)
검출량

한계 수준보다 높은

물질

연도

한계 수준

MCLG

(상위 90%)

가구

위반 사례

구리 (ppb)

2010

1,300

1,300

160

0

없음

납 (ppb)

2010

15

0

2.5

1

없음

알파 EmiƩers (pCi/L)

2007

15

0

<2

<2

없음

라듐(226 & 228 ) (pCi/L)

2007

5

0

<2

<2

없음

근본 원인
가정용 배관 시스템의 부식; 천연 퇴적물의 침
식; 목재 방부제에서 침출
가정용 배관 시스템의 부식; 천연 퇴적물의 침
식; 목재 방부제에서 침출
특정 방사성 물질이 자연적으로 퇴적된 후 침식
특정 방사성 물질을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
로 침전시킨 후 부식

IDSE (초기 분배 시스템 평가)
AUD(Augusta Utilities Department)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IDSE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평가는 USEPA에서 요구한 샘플링으로

WA
TE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될 시스템의 총트리할로메탄과 총할로아세트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견본은 준수 대상이 아니며, 비표준 조건에서 수집한 것일 수 있
습니다. EPA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질 담당 매니저에게 (706) 821‐4237로 문의하십시오.
IDSE 보도

오염물

평균 수치

최소 수치

최대 수치

측정 단위

총할로아세트산

0.034

N/D

0.078

ppm

총트리할로메탄

0.022

N/D

0.051

ppm

개념 정의표

한계 수준(AL): 오염물의 농도가 초과될 경우, 정수 처리를 하거나 상수도에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초기 분배 시스템 평가(IDSE): 2단계 DBPR(Disinfection By‐Products Rule)의 중요한 부분. IDSE는 상수도로 실시한 일회성 연구이며, THM 및 HAA의 높은 농도로 분포 지점을 파악하기 위
한 것임. 상수도는 1단계 DBPR 규제준수 모니터링 데이터와 함께 IDSE의 결과를 사용하여, 2단계 DBPR의 규제준수 모니터링 지점을 선택함
최대 오염물 수치(MCL): 식용수에 허용되는 오염물의 최고 수치. MCL은 최상의 정수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MCLG에 가깝게 설정됨

R

최대 오염물 수치 목표(MCLG): 식용수의 오염물 수치로 이 보다 낮으면 건강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음. MCLG은 안전성의 여지가 더 많음
N/A: 해당 없음

N/D: 검출되지 않았으며, 연구소 분석에서도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물 의 순 도 측 정 . 5 N T U 를 초 과 하 는 탁 도 는 일 반 인 들 이 구 분 할 수 없 음
pCi/L(Picocurie per liter): 물 속의 방사능 측정

ppb(Parts per billion) 또는 µg/L (Micrograms per liter): 물 견 본 하 중 ( 1 0 억 ) 대 비 분 해 물 질 하 중 ( 1 )

ppm(Parts per million) 또는mg/L(Milligrams per liter): 물 견 본 하 중 ( 1 0 0 만 ) 대 비 분 해 물 질 하 중 ( 1 )
정수 처리 기법(TT): 식용수의 오염물 수치를 낮추기 위한 필수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