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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사본
CCR의 인쇄된 사본을 요청하려면 (706)
821-4237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수질이 걱정되세요?
수질 연구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 오후 3시에 (706) 821-4237번으로
연락하거나 업무 외 시간 및 주말에는
(706) 842-3060번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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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사의 메시지
저는 2014년 Augusta의 높은 수질과 완벽한 규정
준수 메시지를 나누게 되어 다시 한 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다시피 저희의 정수
기준이 모든 주 및 연방 식용수 규격보다 높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책임감을 개선하려는 목표와 더불어 작업을
추적하고 관리할 전산화된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개선된 온라인 고객
포털, 전자 청구 및 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고객은 24개월분의 소비와 결제 내역을 검토하고
전자 청구에 등록하면 이메일로 결제 미리 알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이 없는 청구서를 신청하면 신용 카드 결제의 경우 $4.25 수수료가 사라지며
그렇지 않으면 $1.00로 줄어들 것입니다. 신용 카드의 경우에도 곧 수수료 없이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정 업데이트(새 청구서,
결제 일자 등)에 대한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 모바일 앱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South Augusta 고객 서비스 센터는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Tax
Commissioner 사무소(3463 Peach Orchard Road)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센터는 고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해 줍니다.
Augusta에는 품질 좋은 수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서에
제공된 절수 노하우를 실천하여 소중한 수자원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사의 서비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Augusta Utilities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십시오.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전화 (706) 312‐4160
또는 이메일 twiedmeier@augustaga.gov 로 저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Augusta는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Tom Wiedmeier, P.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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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ley De Young

이 CCR 및 이전 연도의 영어, 한국어 및
스페인어 버전 CCR은
www.augustaga.gov/751/Consumer-Reports

중요 건강 정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 위해, 조지아주 GaEPD(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와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도시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에 일정한 양의
오염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美 식약청과 조지아州
GaEPD 규제에 따르면, 병에 든 생수도 오염물의 한도를 정하여
공공 보건을 보호하도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병에 든 생수를
비롯하여 모든 음용수에는 극히 소량이지만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물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염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EPA의 안전한 식용수(Safe Drinking Water)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Tel. (800) 426‐4791).
식용수의 오염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등 면역 체계가 손상된 자, 장기를 이식 받은
자, HIV/AIDS 또는 기타 면역 체계에 장애가 있는 자, 일부
고령자와 신생아는 특히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건 전문의로부터 식용수에 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PA/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on)은 와포자충
및 기타 세균성 오염물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안내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용수(Safe Drinking Water)
핫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Tel. (800) 426‐4791).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물질
식용수(수돗물 및 병에 든 생수)의 원천은 강, 호수, 개울, 연못,
저수지, 온천 및 우물입니다. 물은 육지의 표면 위로 또는 땅을
통해 이동하고 자연적으로 용해되면 미네랄이 발생되며, 경우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동물 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질이 곁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균성 오염물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주로 하수 처리 시설,
정화조, 축산 농가 및 야생동물에서 비롯됨.
무기 오염물 염분 및 금속 성분. 자연 발생 또는 도심에서 빗물이
유출되거나, 산업체 및 가정에서 하수 방출, 오일 및 가스 생산, 광업
또는 농업에서 비롯됨.

살충제 및 제초제: 농업, 도심의 빗물 유출, 가정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음.

유기 화학 오염물: 산업 공정과 석유 정제로 인한 각종 부산물인
합성 및 휘발성 유기 화학물. 주유소, 도심의 빗물 유출, 그리고
정화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음.

방사성 오염물: 자연 발생 또는 오일 및 가스 생산 그리고 광산
개발이 원인일 수 있음.

수원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 빗물 배수로와 배수통에서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 지방, 오일 및 그리스(FOG)의 배출을 자제합니다. FOG는
싱크대가 아닌 휴지통에 버리거나 퇴비로 이용합니다.
• 환경적으로 안전한 청소 제품을 사용합니다.
• 수원에 유입될 수 있는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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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평가

누수 중지를 통해 수도료 절감

美 식용수 안전법(Federal Safe Drinking Water Act)은 1996년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州마다 수원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여 도시 상수도의 품질에 미치는 각종 위협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Parsons Engineering, Inc.은 AUD(Augusta Utilities
Department)와 계약을 맺고 2001년 수원 취수구의 민감성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 민감성 지표에 따르면, 연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원의 절반 이상이 우선순위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EPA
안내서 및 엔지니어링 원리에 따라 개발된 발생 가능한 오염원
순위를 토대로, 전반적인 취수구 민감성은 낮게 판별되었습니다.
또한, ICR(Information Collection Rule)의 일부로 채집한 수질
견본을 보면, 수원에서 생물학적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위는 EPA에서 설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취수구는 오염원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취수구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낸
것입니다.
GaEPD는 Augusta Utilities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9
월까지 크립토스포르디움 시험을 위해 수원 샘플을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21개월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Augusta 운하와
서배너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원에 크립토스포리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수질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706) 821-4237.

보이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누수로 인해 수 백, 수 천 갤런의 물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여러 번 누수 탐지 작업을 통해 이러한
물 낭비 요소를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탐지 작업은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량(분당 0.5 갤런)의 누수로
인해 매월 $240의 상하수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대부분의 누수는 가정 내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와셔가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도꼭지는 지하실 또는 창고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마개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와셔 또는 “O” 링이 마모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수도꼭지의 누수를 수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수도꼭지로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을 잠그고 와셔를 교체한 후, 수도관을 다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장실: 변기는 가장 흔히 물이 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변기의
누수를 판별하려면, 수조에 물이 찬 후에 변기를 보십시오. 물이 계속

수질이 걱정되세요?
수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질 연구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 오후 3시에 (706) 821-4237번으로
연락하거나 업무 외 시간 및 주말에는 (706) 842-3060번을
이용하십시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WATER BILL
Equideli quatur molupta des re eum dolorem et eatur, quatiis sequibus eum
alibusam qui re, sinvel magnistiat enti dolore, cum eume inim cora voluptam quae
veraectem la quame net ut ommolor endaeperem. Epta qui nobit essinum etus,
isin niam volorro evere pro bea voluptatate occae pel ipsa enitatur sus el iumqui
imolo que non cor seque enturio beaquid que plabo. Consequ ibusto estin
pligenimus, sitio. Maiost quunt, corehenihic tem et eos et et ommoluptat la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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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upiet vendign ihillaccab ipid molores tibus, assum int invel moluptumquam
eturi vid ut quam, veliatae si aut hit arumque sant liqui 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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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ias est quam, que voluptatur? Solestia ilit ma conem laccuste vereris veliqui
ssunt, suntem dus doluptatio. Itatia pratis dolupta quatem alitatem assi simet aut
voluptatur a nos apitio officipid milia ne voluptaquias eveliatum harchilicius esed
magnam incto occum doluptum nobis nim quiae volo con et parum et enditibus
mos quiam es volorem rem. Ihilic tecae laudaec esciati bustrum alitest iations
equidust offici que vollupta quosa velliatibus eritatur? Andebit assequam que
vitatur audit, velenda quaesti as ipic tet aligenime eaturiorro volorrum endaniet
q con porro
que
p
quia
q nost quo
q inisquam
q
rectur?
Endescium que nimaiorro bererciet as et hictatus eatquatus denis dolora quid
magnist hic tet, ut earum expedi idis sitis moditibus nonsequ iatem. Ut mo ideria
volorro millaccae. Et ab int eturepu diaerum quis re voluptaecti aut vent hil eum
eium, omnimin imusam, optur?
Edita et, et haribusti accab iderchillam numquun tibusant postis esti am int era
doluptus est dolo que doluta conem ea que nullecabore, nus maxime voluptiae
resci ommolla volorerat anduntias restibustia eos aligniam qu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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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나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변기에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 변기의 누수는 월류관 또는 수조 안의 플런저 볼에서
발생합니다. 변기의 누수를 알아보려면, 수조 뚜껑을 열고 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수위가 월류관 아래로 0.5인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필요 시, 뜨개 높이 제어 나사를 조정하여 밸브가 이 높이의
물에서 멈춰야 합니다. 밸브에서 물이 샐 경우는 배관공에게 수리를
맡기십시오.
물의 흐름이 보이지 않거나 새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소리 없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누수를
검사하려면, 소량의 식품 착색제를 수조에 넣어 보십시오. 물을 흘려
보내면 안됩니다! 약 5분 간 기다리십시오. 변기에 식품 착색제가
나타나면, 소리 없는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플런저 볼 또는 수조
아래쪽 플래퍼 밸브의 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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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조정하여 원하는 곳으로 물을 직접 뿌려야
합니다. 잔디를 차고 진입로에 심지 마십시오! 타이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중 호우가 내리는 기간 또는
그 후 며칠 동안 관개하지 마십시오. 좋은 잔디는 강우량이 적더라도
몇 주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계량기를 점검하여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시간에도 물이 관개 조직으로 유입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하 수도관으로 조금만 물이 새도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절수 요령
절수 측정은 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식수원 공급량을 절약하고 수도세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실내 절수 요령:

일반적인 물 사용 비율
1.4%
식기 세척기

13.7%
누수

2.3%
기타

1.7%
욕조

26.8%
화장실

• 물이 새는 수도꼭지, 파이프, 화장실 등 수리
• 낡은 고정 세간을 절수 장치로 교체
• 세탁물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세탁

15.7%
수도꼭지

• 쓰레기 처분 시 화장실 사용 금지
• 샤워 시간 단축
• 이를 닦는 동안 수도꼭지 잠그기

실외 절수 요령:
•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 및 관목 주위에 뿌리 덮개 사용
• 수도꼭지, 호스 및 스프링클러의 누수 수리

16.7%
샤워

21.7%
세탁기
출처: AWWA Research Foundat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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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a 물 절약 계획
조지아주 시민은 이제 오후 4시와 오전 10시 사이에 주소지에 관계
없이 주중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 제한은 조경 및
관개용에만 적용됩니다.

파워 세척 및 세차 같은 기타 옥외 사용을 위한 홀수/짝수
일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짝수 주소(0,2,4,6 및 8로 끝나는 주소)는
화요일, 목요일 및 토요일에 옥외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수
주소(1,3,5,7 및 9로 끝나는 주소)는 수요일, 금요일 및 일요일에
옥외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수, 호스를 사용한 관개, 손으로 물뿌리기 및 개인 채소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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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계 수준(AL): 오염물의 농도가 초과될 경우, 정수 처리를

N/D: 검출되지 않았으며, 연구소 분석에서도 물질이 발견되지

하거나 상수도에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않았음을 의미함.

최대 오염물 수치(MCL): 식용수에 허용되는 오염물의 최고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물의 순도 측정. 5 NTU
를 초과하는 탁도는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없음.

수치. MCL은 최상의 정수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MCLG에 가깝게 설정됨.

최대 오염물 수치 목표(MCLG): 식용수의 오염물 수치로
이보다 낮으면 건강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음. MCLG은
안전성의 여지가 더 많음.

MRL(최대 보고 수준): 필요하다면 오염물질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EPA가 얻을 수 있도록 초과될 경우 해당 수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N/A: 해당 없음.

pCi/L(picocurie per liter): 물 속의 방사능 측정
ppb (parts per billion) 또는 µg/L (micrograms per liter): 물
견본 하중(10억) 대비 분해 물질 하중(1).

ppm (parts per million) 또는 mg/L (milligrams per liter):
물 견본 하중(100만) 대비 분해 물질 하중(1).
정수 처리 기법(TT): 식용수의 오염물 수치를 낮추기 위한 필수
공정.

2014 수질 검사 결과
지하수 식물량

하이랜드
식물량

힉스 식물량

물질

단위

MCL

MCLG

닞음

높음

닞음

높음

닞음

높음

위반
사례

불소

(ppm)

4

4

0.44

1.24

0.28

0.98

0.35

1.0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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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ppm)

4

4

1.10

2.12

1.00

3.55

1.04

1.87

없음

미생물 제어에 사용되는
수질 첨가제

질산염

(ppm)

10

10

N/D

1.6

N/D

N/D

N/D

N/D

없음

비료에서 유출;
정화조에서 침출; 하수;
천연 퇴적물의 침식

총유기탄소

(ppm)

TT

N/A

N/D

N/D

1.2

1.6

1.2

1.8

없음

환경 속에 자연히 존재함

총트리할로메탄

(ppm)

0.08

N/D

0.037

0.007 0.062 0.015

0.10

없음

식용수 살균의 부산물

총할로아세트산

(ppm)

0.06

N/D

0.032

0.004 0.039 0.011 0.037

없음

식용수 살균의 부산물

NTU

TT

N/A

N/A

0.074 0.338 0.032 0.138

없음

토양 유출

0

0

없음

환경 속에 흔히 존재;
사람 및 동물의 배설물

탁도
총대장균

N/A

(100mLs < 5%
당)

0

0

0

0

0

2013 수돗물 샘플*
물질

단위

한계
수준

MCLG

검출량
(상위 90%)

한계 수준보다
높은 가구

위반 사례

근본 원인

구리

(ppb)

1,300

1,300

130

0

없음

가정용 배관 시스템의 부식; 천연
퇴적물의 침식; 목재 방부제에서 침출

납

(ppb)

15

0

3.5

2

없음

가정용 배관 시스템의 부식; 천연
퇴적물의 침식; 목재 방부제에서 침출

*서비스 지역의 50개 가정의 납과 구리 분석에서 수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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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 IDSE(초기 분배 시스템 평가)
AUD(Augusta Utilities Department)는 2007년부터 2008
년까지 IDSE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평가는 EPA에서 요구한 샘플링으로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될 시스템의 총트리할로메탄과 총할로아세트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견본은 준수 대상이 아니며, 비표준 조건에서 수집한
것일 수 있습니다. EPA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질 담당 매니저에게 (706) 821-4237로
문의하십시오.

측정
단위

평균 수치

최소 수치

최대 수치

총할로아세트산

(ppm)

0.034

N/D

0.078

총트리할로메탄

(ppm)

0.022

N/D

0.051

오염물

2007 방사선 테스트*
물질

단위

한계 수준

MCLG

결과

위반 사례

근본 원인

알파 방출제

pCi/L

15

0

<2

없음

특정 방사선 물질의 자연적인 침전물의 퇴적

라듐 226 및 228

pCi/L

5

0

<2

없음

특정 방사선 물질의 자연적인 인공 침전물의 붕괴

방사선 모니터링은 9년마다 수행됩니다.

2013 UCMR 검사
EPA는 2013년 2월 대규모 상수도가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또는 UCMR 검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물 속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방 또는 주정부
환경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세 번째 검사입니다. UCMR 샘플링은 2008
년에 AUD(Augusta Utilities Department)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오염물질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3

년 UCMR 검사에서는 일부 오염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현장에서만 발견된 것이고 모든 오염물질이 모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은 EPA가 일부
오염물질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수질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706) 821-4237.

분해물질

최저

최고

평균

MRL

염소산염

47.0

310.0

107.0

20.0

크롬

0.21

2.4

0.95

0.2

육가 크롬(용해됨)

0.039

0.15

0.083

0.03

몰리브덴

1.0

5.0

2.1

1.0

스트론튬

11.0

230.0

49.0

0.3

바나듐

0.2

2.9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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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사
가정이나 기업에서 공급받는 수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실험실 기술자가 수행하는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수질 검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견본에 대해 실행되는 검사 목록입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실행되고 다른 검사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가져와야
합니다.

현장 검사
염소 잔류물: 물 속의 염소 레벨을 먼저 확인합니다. 염소는
처리장에서 물 속에 추가되며 배수 체계를 모두 통과하면 잔류물이
최소 0.2ppm (백만분의 일)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에서 물 사용이 줄어들면 염소 잔류물은
매우 낮아집니다. 이는 담수를 배관에 강제 주입하여 세척하면
해결됩니다.
pH: 중성 또는 약 7.0 pH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물 견본을
확인합니다. 처리장에서 공급되는 물은 6.8 ~ 7.3 pH 범위 사이에
유지됩니다.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 물의 pH가 범위보다 낮거나(산성)
높은 경우(염기성) 가정의 수도관에 미네랄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불소: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은 약 0.7-1.0ppm의 불소 수준을
유지합니다. GaEPD는 물에 염소를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처리된 물인지 지하수인지
확인해야 할 때 편리합니다. 이 검사를 일반 데이터를 위해 수행되며
수질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험실 검사
철(Fe): 이 검사는 물 속에 수도꼭지 등의 주변 탈색 또는 변색을
촉진할 수 있는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처리장에서 공급되는 물은 기본적인 표면수이기
때문에 철 함유량이 매우 낮지만 배수 체계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철이 추가됩니다. 배관이 매우 노화되고 물 사용량이 매우 적은
가정에서는 철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저수지가 "순환"되는 봄과
가을철에는 철과 망간 수준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망간(Mn): 철과 망간은 식용수에서 유해한 두 가지 금속입니다.
대개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다른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욕실과 주방 비품은 물론 의류에도 얼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 기술자는 세탁용 얼룩 제거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검사: 실험실에서는 물에 대한 박테리아 검사를 여러
차례 실행하여 물 또는 시민의 배관에 박테리아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물 속에 염소를 추가하여 물을 소독하는
것은 물론 배수 체계의 급수 본관과 모든 배관을 소독합니다. 실험실
기술자는 매달 카운티 전 지역에서 120개의 견본을 수집하여 견본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행하여 모든 물이 주 및 연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검사를 원하는 경우 (706) 821-4237번으로
전화하여 실험실 기술자와 상담하십시오. 기술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약속을 정하고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하여 물을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 시간 후에는 (706) 842-3060번으로 전화하여 대기 중인
실험실 기술자에게 물을 점검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인: 공장에서 공급되는 물에는 가정의 배관 부식을 막기 위해
극소량의 인이 투여됩니다. 땜납 또는 구리 파이프가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 추가 화학물질은 이러한 금속이 식용수에
침출되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오래된 가정에서는 납과 구리에 대한
정보는 www.water.epa.gov/drink/info/lead/lead1.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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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Augusta Utilities 연락처

2014년 중, Augusta Utlites의 지표수 및 지하수 처리장은 단 한 차례도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매년 연속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조지아州 수질 전문가 협회에서
수상하는 플래티넘 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Augusta Utlites의 모든 직원들이
여러분과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안전한 식용수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상 연락 24시간

유용한 링크

AUGUSTA 311

Augusta Utilities 리소스
Augusta Georgia 공식 웹사이트: www.augustaga.gov/699/utilities
카운티 뉴스레터: H2O in the Know
이전 CCR은 www.augustaga.gov/751/Consumer-Reports

물의 사용, 절약 및 교육

(706) 842-3060

고객 서비스
(706) 842-3050
신규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신규 연결 또는 과금
문제는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Augusta-Richmond County 지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보고하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관리 및
엔지니어링 사무소
360 Bay Street, Suite 180
Augusta, GA 30901
(706) 312-4154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리 및 엔지니어링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Water Wiser 웹 사이트:
www.awwa.org/resources-tools/water-knowledge/water-conservation.aspx
물 환경 연합: www.wef.org
미국 환경 보호국(EPA): www.epa.gov
조지아주 환경 보호국(GaEPD): www.gaepd.org

사명 선언문
Augusta Utilities의 사명은 매우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질 좋은 상수와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 목적이
Augusta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상수도 검사 결과: www.gadrinkingwater.net

물과 건강 문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ww.c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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