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왜 캘리포니아 상수도 “고치기”인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대한 다섯 가지 잇점
남가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는 북가주를 포함한 여러 공급처로부터의 물 공급에 의
존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및 모든 남가주에 대한 물공급의 안정성이 펌프 제약 규정,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의 악화되는 환경 조건 및 오늘날의 상황에 맞도록 설계되지 않은 노후한 상수도 시설로 인하여 위험에 처
해 있습니다. 주 기관과 연방 당국은 상수도 공급 및 생태계 유익의 두가지를 만족시키는 캘리포니아 상수도 고치
기 (California WaterFix)로 알려진 사업을 통하여 이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일천만 이상
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거주자가 갖게 될 다섯 가지 잠재 잇점을 이에 소개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지탱함
북가주로부터 유입된 물은 샌퍼낸도 밸리 내의 로스엔젤레스, 샌퍼낸도 시, 클레어몬트, 포모
나, 칼라바사스, 아고라 힐스, 히든 힐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및 주변의 비지자체 지역에 대한
유일한 물 공급원입니다.

현지 지하수 제공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여타 도시는 현지 지하수의 보충 공급처로서 북가주에 의존하고 있습
니다. 해당 도시는: 몬로비아, 아케디아, 코비나, 웨스트 코비나, 일몬테, 사우스 일몬테, 사우스
패서디나, 볼드윈 파크, 하시엔다 하이츠 및 라 푸엔테를 포함합니다.

현지 공급 촉진
북가주로부터의 양질의 물 공급으로 인하여 서부 해안과 중앙 분지 등의 지역이 물을 여러번
리사이클 함으로써 현지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뭄을 견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내의 시와 지역사회는 계속되는 가뭄 기간중 자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수입 물 공급에 의존하였습니다.

대형 폭우 가두기
시에라 네바다는 캘리포니아의 최대 지상수 공급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상수도 고치기를 통해
가주의 주요 폭우의 일부를 가두어 이를 지하수 둑과 저수지에 보관하였다가 가뭄 기간 중 로
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지역 강수량이 제한되고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상수도 지구

어째서 캘리포니아 상수도 고치기가 남쪽 지역의
“위에 언급된 모든” 상수도 전략이 될 수 있는가?
남가주의 많은 용수 관련 문제에 대한 단일 해결책은 없습니다. 기후 변화, 인구 증가, 경제 개발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미래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행동이 모든 전선에서 요구됩니다. 수입 용수 공급을 유지 – 증가가 아님 – 시키는 일이
남쪽 지역의 장기 물 공급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상수도 고치기가 보다 큰 계획에 어떻게 편입되는지 알
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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