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뷰 공공서비스 소식
상수도, 배수, 하수 및 고형 폐기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일반 정보 425-452-6932
고객 서비스/요금 고지서 425-452-6973
식수 수질 425-452-6192
공공서비스 유지 보수 및 24시간 비상전화 425-452-7840
     (침수/수도관 파손/수도 공급 중단/하수구 범람/오염 물질 유출)
이메일: Utilities@bellevuewa.gov
웹 사이트: www.bellevuewa.gov/utilities.htm
시외 전화번호: Republic Services(고체 폐기물 서비스) 425-452-4762

휴일 기간 가정용 유해 
폐기물 재활용
 

휴일 기간에는 보통 조립이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건전지, 
CFL 전구와 다른 가정용 유해 폐기물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단일 세대용 
주택 거주자는 다음의 간단한 단계를 따라 도로 노변에서 재활용하면 
됩니다:

• 도로 노변 수거를 요청하시려면 Republic Services에  
425-452-4762로 연락하십시오.

• 형광등 및 전구: 신문지에 싸서 테이프로 고정하십시오. ‘
형광등(Fluorescent Tubes)’이라고 표시하여 재활용 수거함 옆에 
놓아두십시오. 형광등은 4피트 이하의 길이여야 합니다. 1회 수거 
시 2개 이하, 1년에 10개 이하로 수량이 제한됩니다.

• 가정용 건전지: 충전지와 일회용 건전지를 별도의 깨끗한 봉지에 
담아 밀봉하십시오. 재활용 수거함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 소형 전자 제품 및 가전 제품 재활용: 재활용 수거함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2제곱피트 이하와 60파운드 미만의 제품만 
수거합니다.

아파트나 콘도 거주자는 상기 물품을 1600 127th Avenue Northeast에 
위치한 Republic Services 시내 재활용  수거센터(In-City Recycling  
Drop-off Center)에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휴일 기간 수거 일정
다음 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추수감사절: 11월 23일 목요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  설날: 1월 1일 월요일

•  휴일 기간이 지나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토요일을 포함해 
일주일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수거를 하루 변경합니다.

휴일용 식물로 퇴비 
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나 다른 휴일용 식물을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 말고 퇴비를 
만들어 보세요!

도로 노변 수거
단일 세대용 주택 거주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기타 식물을 정규 
수거일에 내놓으십시오. 수거 트럭에 
맞게 트리는 4피트 이하의 길이로 자르고 
가지는 4피트 미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각 토막은 노끈으로 묶어 주십시오(비닐끈 
허용 안 됨). 장식되어 있거나 솜 장식이 
있는 플라스틱 트리는 재활용할 수 없으며 
추가 쓰레기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와 콘도 수거
관리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도로 노변 
수거’와 동일한 수거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 사항: Republic Services에 
425-452-4762번이나  
RepublicBellevue.com으로 문의하십시오.

MyBellevue 앱으로 
함께해 주세요

MyBellevue로 벨뷰 시와 직접 연결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항은  
아니더라도 도시 내의 상수도, 배수, 하수 및 고형 폐기물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앱을 이용해  
신고하십시오. MyBellevue는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빙기 수거
도로 노변 쓰레기, 재활용품, 유기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수거하기 어려운 날씨일 때는 다음날까지 수거용 카트를 길에서 
치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정기 수거일에는 최대 2회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보통의 양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추가 쓰레기: 비닐 봉투를 단단히 묶고 ‘쓰레기(Garbage)’라고 

써 붙인 다음 수거용 카트나 뚜껑이 있는 32갤런들이 드럼통 
옆에 놓아두십시오(최대 65파운드 중량 제한).

• 추가 재활용품: 상자 또는 갈색 종이봉투에 담거나 꾸러미로 
묶어 ‘재활용(Recycling)’이라 써 붙인 다음 재활용 카드 옆에 
놓아두십시오. 재활용품은 비닐봉지에 넣지 마십시오.

• 추가 정원 쓰레기: ‘정원(Yard)’이라고 써 붙인 다음 카드 옆에 
놓아두십시오. 카트 밖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둘 수 없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원 쓰레기 종이봉투(
철물점에서 구매 가능)를 사용하여 음식물/정원 쓰레기 카트 
옆에 놓아두거나 손잡이와 뚜껑이 있는 32갤런들이 드럼통

(65파운드 중량 제한)을 사용하거나 노끈으로 꾸러미(4x2피트 
제한)를 만들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가로  
32갤런들이 최대 3통을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Republic Services에 425-452-4762번이나 
RepublicBellevue.com으로 연락하십시오.

2017년 11월~12월



휴일 기간의 
곤란한 상황 피하기
 

지방 물질은 하수도에 버리지  
마세요
주택 소유주와 건물주는 도시 하수도 시스템과 연결되는 건물 쪽 
하수관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도 막힘 
문제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 마련하는 칠면조, 갖가지 음식과 기타 
휴일 음식 때문에 휴일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하수도 막힘 문제
건물 쪽 하수관 문제로 하수가 역류하면 정원을 파고 인접한 보드를 
제거한 다음 도로를 파야 할 수도 있기에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수리는 보통 주택 소유주 보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사전 방지
사용한 유제품, 지방, 기름, 유지를 싱크대로 흘려보내는 대신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쓰레기통에 놓아두면 건물 쪽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음식 찌꺼기 처리기를 
사용하는 대신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18년 밸뷰의 새로운 소식
내년부터 밸뷰 공공서비스에서는 수동으로 판독하는 낙후된 수도 
계량기를 무선 판독형 신기술인 스마트 계량기(Smart Water Meters)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계량기(Smart Water Meters)는 수도 
사용량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계정 관리, 수도 사용 패턴 파악, 물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습득, 누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재빨리 파악해 
문제 악화 방지 등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계량기(Smart Water 
Meters) 설치를 위해 고객 여러분이 현장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 설치 시간은 약 15분으로 단수 시간이 짧습니다.

스마트 계량기 는 새로운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프로그램의 첫 주자로,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해주면서 기존 데이터를 보다 잘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해주는 
기술을 시 전역에 구현할 것입니다. 밸뷰 공공시설은 스마트 계량기

(Smart Water Meters)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2018
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를 설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SmartWaterMeter를 방문하십시오.

추위를 이기자!
 
매년 겨울이 되면 여러 가정이 수도관 동파로 큰 
곤란을 겪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방책으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발생할 곤란한 상황과 비용 부담, 골치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위가 닥치기 전에
• 집의 좁은 공간과 지하실, 다락에 있는 수도관을 

단열재로 감싸 주십시오.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에 더 취약합니다. 단열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도관을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열 테이프로 수도관을 감싸도 좋습니다. 
제조자의 설치 및 작동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 바람이 새는 곳은 막고 기초 환기구는 닫아 
집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십시오. 봄에는 환기구를 다시 열어 나무가 
썩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호스는 뽑아 말려 두고 호스용 수전은 
단열재로 감싸주십시오.

• 수도 잠금장치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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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방지 방법
 
집 부근에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둡니다!

• 집 근처의 빗물 배수관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주십시오.
• 개울이나 습지, 배수로에 쓰레기나 정원 폐기물을 버려 물의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 급경사 지대나 개울과 호수 주변의 자연 초목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 배수펌프가 있는 분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 배수로, 낙수 홈통, 청소 구멍은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하십시오.
• 일반 건물 보험은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침수 지대에 살지 않아도 
침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지가 침수 지대에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425-452-7869
번으로 공공서비스부에 연락하십시오.

• 긴급 상황은 911로 전화하십시오. 집이 침수 위험에 처했다면 
425-452-7840번으로 공공서비스부에 연락하십시오.

침수 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BeFloodReady를 
방문하십시오.

밸뷰 공공서비스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