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배수, 하수 및 고형 폐기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2017년 5월~6월

일반 정보 425-452-6932
고객 서비스/요금 고지서 425-452-6973
식수 수질 425-452-6192
공공시설 유지보수 및 24시간 비상전화 425-452-7840
     (홍수/수도관 파손/수도 공급 중단/하수구 범람/ 오염 물질 유출)
이메일: Utilities@bellevuewa.gov
웹 사이트: www.bellevuewa.gov/utilities.htm
비도시 전화번호: Republic Services(고체 폐기물 서비스) 425-452-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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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 세척 요령
오래된 용품을 버리고 독성이 적은 용품으로 바꾸세요!
봄철 집 안 청소로 신선하게 시작하세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져보면 위험 물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벌레  
퇴치제, 차량용 제품, 잔디와 정원용 화학물질, 하수도 및 오븐 
세척제, 페인트 제거제, 가정용 유지보수 제품 등이  
그런 것이죠.

위험한 물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험 물질에는 라벨에 주의, 경고, 위험, 또는 독성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13800 SE 32nd Street에 있는 팩토리아 가정 
위험물질 폐기장(Factoria Household Hazardous Waste Drop-Off)에 버리세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토,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
시입니다(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 제외).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 
물질 폐기 비용은 없습니다. 폐기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88-TOXIC-ED로 전화해 문의하시거나 www.hazwastehelp.org를 
참조하세요.

아이들은 화학물질에 가까이 가면 안됩니다!
어린이는 가정용 제품을 음식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라벨을 읽을  
수 없고 어떤 용기와 라벨은 재미있어 보이고 음식처럼 보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를 위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숨겨두어야 할 제품은 줄이고 좀 더  
안전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세요.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세척 세제 제조 방법 목록은  
www.bellevuewa.gov/household_hazardous_waste.htm에서 확인하세요.

혁신으로 
고객 영향 절감
올 3월, 밸뷰 공공시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상 공급 호스라는 새로운 도구를 배치했습니다. 
호스를 호라이즌 뷰(Horizon View) 부근의 임시 상위 지하수 
급수 간선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지하수 급수 간선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관행대로라면 
급수 간선 작업 지원으로 407가구에 급수가 하루 동안 
중단됩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27가구만 급수가 
중단됩니다. 즉, 고객에 대한 영향이 93% 감소하는 것입니다. 6
인치짜리 임시 급수 간선은 1,100피트 길이이며, 식수, 요리 및 
가정용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수리하세요!
 
집에 굴러다니는 제품 중 수리하는 방법만 안다면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저희가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하는 무료 
수리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수리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을 수리해 줄 것입니다. 봉사자는 
최선을 다해 수리할 것입니다.

장소: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아래 제시된 가정용 소형 제품 중 무엇이라도 가져오십시오:
• 의자와 테이블
• 믹서기, 커피메이커, 스탠드, 선풍기
• 액정이 깨진 휴대폰
• 찢어지거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한 옷과 커튼

특수 수리를 받으려면 직접 교체 부품 및 자재를 가져와야 합니다.
 
본 수리 행사는 킹 카운티와 밸뷰 시, 킹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의 
협력으로 개최됩니다. 행사 관련 문의를 하시거나 수리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슨 물품을 가져올지 
알려주시려면 tom.watson@kingcounty.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06-477-448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하천의 비누 거품을 
없애기
세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밸뷰의 모든 빗물 배수관이 개울, 
호수 또는 습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집에서 하는 세차는 환경을 더럽힙니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세차하면, 유독성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의 먼지, 타이어 마모분, 기타 화학 잔류물 등이 미처리 
상태로 비누와 함께 빗물 배수관을 타고 우리가 수영하고 
낚시하고 해수욕을 하는 수로로 떠내려갑니다. 더러운 
세척수에는 오일, 용제, 부동액 및 아연, 납, 구리와 같은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누는 심각한 문제이며 비누를 
흡수하는 물고기와 곤충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생분해성 비누도 
분해되기 전에는 물고기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차례 세척액을 재활용한 뒤 세척액이 하수처리 
되도록 하수도로 내보내지는 세차장에 세차를 맡기십시오.



다운타운 파크 
개방 축하 행사!
10201 NE Fourth Street에 있는 다운타운 파크 원형 산책로와 인스퍼레이션 
놀이터에서 6월 28일 수요일 오후 3~6시에 개최되는 축하 행사에 오십시오.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는 리본 커팅식과 오락, 활동 및 재미있는 행사가 
준비됩니다.

Bellevue Rotar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35년의 비전을 완성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 추가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시를 위해 일하세요
밸뷰 공공시설과 밸뷰 교통부에는 여름철 또는 6개월까지 지속되는 
계절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식수 및 하수 유지 보수: 
 파이프와 펌프, 소화전에 대해 배웁니다.
• 빗물 배수관: 
 지표수 유출, 하천 및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 배웁니다.
• 도로 유지 보수: 
 아스팔트, 도로포장, 표지판, 교통 통제 및 식물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해 배웁니다.
밸뷰 시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www.bit.ly/BellevueJobs에서 
지원하십시오. 문의사항은 425-452-784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고객을 위한 
공과금 고지서 지원

밸뷰 시는 저소득 노인(62세 이상)과 저소득 영구 장애인의 경우 
상수도, 하수 및 배수에 대한 공과금을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2가지입니다:

• 밸뷰 공과금을 직접 낸다면 2016년 가구 소득이 1인 기준으로 
31,400달러 이하이거나 2인 기준으로 35,910달러 이하인 경우, 
2017년 공과금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과금을 임대료 또는 제3자를 통해 낸다면 2015년 가구 소득이 
1인 기준으로 31,030달러 이하이거나 2인 기준으로 35,480달러 
이하인 경우, 2016년 공과금에 대한 요금 환급 수표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안내, 신청 및 마감은  
www.bellevuewa.gov/utilityrelief.htm에서 확인하시거나 밸뷰 
공공시설에 425-452-693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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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동 누수 교실!
125달러 상당의 자동 누수 교실을 무료로 
참여하시면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차를 점검받고,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비소에 가기 
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 보호 방법:
친환경 정원 관리 실천
밸뷰의 모든 빗물 배수관이 강, 호수, 습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정원 보호를 실행한다면 물고기와 기타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2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1. 퇴비와 뿌리덮개로 건강한 토양을 만드세요: 이때 정원과 잔디에 물을 

적게 줘도 되므로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유출 물질이 지역 수로로 
흘러 들어가면 해로울 수 있는 화학비료도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2. 해충제 사용을 피하세요: 해충제는 위험하므로 그 해결책은 간단히 
해충 저항성이 더 높은 식물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족, 반려동물, 자연환경에 더 안전한 정원을 가꾸세요.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밸뷰 식물원에 있는 워터와이즈 가든을 방문하세요. 정원과 
친환경 정원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ellevuewa.gov/naturalyardcare.htm에서 참고하세요.

누수가 있는 차는 믿을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또한, 누수 액은 호수, 
하천, 습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와 기타 야생 생물에 해를 끼칩니다.

퓨젯 사운드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렌턴기술대학을 비롯한 8개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www.fixcarleaks.org/workshop-events에서 오늘 등록하십시오. 

www.facebook.com/
bellevuewashington 
www.youtube.com/
BellevueWashington 
www.twitter.com/
bellevue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