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8일    

 

친애하는 이웃 여러분들께, 

 

저희는 어바인 랜치 수도국 서비스 지역에서 재활용 상수 공급을 증가하는 데 대한 저희의 계획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상수는 모든 IRWD 고객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유로 

IRWD의 상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50년도 넘게 해당 지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물을 재활용 해왔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믿음직하고 가뭄을 

방지할 수 있는 비식수의 자원입니다.  

 

재활용 상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공원, 메디안, 학교 운동장, 공공 조경 및 기타 열린 공간을 녹색으로 아름답게 유지해 줍니다.  

• 전체 지역에서 산불과 싸울 수 있는 물을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 콘크리트 비비기와 냉방 사무실용 빌딩과 같이 상업적 및 산업적 수요에 맞추어 물을 대줍니다.  

 

재활용 상수가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IRWD 고객들은 더 많은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오랫동안 계획해 온 사이펀 저수지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검토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저수지의 재활용 상수 저장 용량을 535 에이커 피트로부터 구상 중에 있는 5,000 

에이커 피트(16억 갤런)까지 증가시켜 IRWD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거의 100%에 달하는 재활용 상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환경영향보고서(EIR)에 맞춘 준비 검사 

회의로 알려진 곧 열리게 되는 개방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EIR 분석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사이펀 저수지 개선 프로젝트 

공개 검사 회의 오픈 하우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어바인 랜치 수도국 

다용도실 

15600 Sand Canyon Avenue, Irvine, CA 92618 

 

또한, 초안 EIR와 최종 EIR가 공공 의견을 위해 회람될 때와 수락 여부를 위해 IRWD 이사회에 EIR를 제출할 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바인 랜치 수도국은 전국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안전한 재활용 상수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재활용 상수 시스템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irwd.com/services/recycled-water    

 

저희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재활용 상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웹사이트 www.syphonreservoirproject.com에서 저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알림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info@irwd.com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949-453-

550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Paul Cook, 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