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 ID를 알려주시면 재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오늘 날짜 

참조: 이름,  성,  주소                              시설 ID:  

 

FIRST LAST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주의:           

밸뷰 공공시설 고객 여러분께 

 

첨부된 페이지에 나열된 역류 어셈블리를 점검할 시기입니다. 이 점검은 워싱턴 주 행정코드 246-290-490에 따라 공인 역류 

어셈블리 검사자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셈블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야 하며, 여러분이 선정한 검사자가 해당 결과를 https://cobxc2.bellevuewa.gov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Date Due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공인 검사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서신 뒷면에 임의로 선정된 공인 역류 어셈블리 검사자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목록에서 검사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선정한 검사자가 모든 주 및 연방 라이센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점검 내용은 

검사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위해 검사자에게 다음 코드를 제공하십시오: (우편 서신에서 4글자, 4자리로 

구성된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내 어셈블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계정에는 점검이 필요한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이 우편에 역류 어셈블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업데이트, 변경 사항 또는 정확성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신 경우 이 서신을 

무시하십시오. 

 

연간 어셈블리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셈블리를 수리한 후 다시 검사하거나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ohn Sizemore 드림 

수석 엔지니어링 기술자 

밸뷰 공공시설 부서 

수질관리부 

전화번호: (425) 452-4201 

이메일: backflow@bellevuewa.gov 

 

웹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역류 어셈블리 점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웹 사이트: https://cobxc2.bellevuewa.gov  고객 접속 코드: (우편 서신에서 4글자, 4자리로 구성된 코드를 확인하여 온라인 점검 

포털에 접속하십시오.) 

This letter is available in other languages at bellevuewa.gov/backflow 
請造訪 bellevuewa.gov/backflow 獲取此函的中文版本 

이 서신은 bellevuewa.gov/backflow 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Это письмо имеетс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 адресу bellevuewa.gov/backflow 
Esta carta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en bellevuewa.gov/backflow 
Lá thư này có sẵn bằng tiếng Việt tại địa chỉ bellevuewa.gov/bac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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