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공공사업: 
통합 하수도 유지보수 지구

일반 서비스 질문

LA 카운티 공공사업: 통합 하수도 유지보수 지구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통합 하수도 유지보수 지구(CSMD)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사업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해당 지구의 
시스템은 50만 개 이상의 구획과 카운티의 직할 구역(마리나 델 레이 제외) 내 2백만 명 이상의 주민 및 37개 소속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구의 시스템에는 4,600마일이 넘는 오수관거, 펌프장 87개 및 폐수 처리장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예상 
가치는 15억 달러 이상입니다.

공공사업은 CSMD 납세자를 위해 어떤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공공사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 목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방 유지보수
 하수도 악취, 맨홀 소음, 해충 등에 관한 서비스 요청

 CCTV(폐쇄 회로 TV 영상) 검사

 규제 요건 준수

누적 자본 지출 및 상태 평가
 하수관 및 펌프장 수리/재건/교체

 GIS 매핑

24시간 응급 대응 및 서비스 요청
 오수관거 

 하수도 악취, 맨홀 소음, 해충 등에 관한 서비스 요청

 하수도 맨홀 점검

 하수관 청소 

 하수도 새들 설치

 펌프장의 작동, 유지보수 및 점검

 유지보수 필요성에 대한 계획 검토

 폐쇄 회로 TV 상태 평가 프로그램

 수의 계약/신규 하수도 수용 심사

 오수관거 막힘 또는 역류

 펌프장 오작동



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하수도 유지보수는 사회와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공중 보건, 레크리에이션 구역, 자연 공간, 인프라 및 
현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수관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면 고객은 유지보수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하수도 시스템은 사람들이 하수도 범람에 대한 걱정 없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여행하고, 일할 수 있게 하므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에 필수적입니다. 하수도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막힘, 범람 및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현재 요금/수수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하수도 유지보수 요금은 부동산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 문제(악취, 바퀴벌레/설치류 침입, 하수도 막힘, 헐거운 맨홀 뚜껑 등)에 대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부동산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직할 구역 또는 통합 하수도 유지보수 지구에 포함된 도시 내에 위치한 경우, 온라인 또는 연중무휴 24
시간 운영되는 헬프라인((800) 675-HELP)으로 전화하여 하수도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수 막힘/유출과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800) 675-HELP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서비스 지역 내 독립시 목록: dpw.lacounty.gov/smd/smd

공공사업 하수도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공사업: 통합 하수도 유지보수 지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w.lacounty.gov/smd/s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