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배수, 하수 및 고형 폐기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2018년 7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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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ies.bellevuewa.gov
비도시 전화번호: Republic Services (고체 폐기물 서비스) 425-452-4762

밸뷰 공공서비스 소식

누수를 파악하고 비용을 절약하세요
누수는 조금씩 계속되다 급속히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변기를 
내린 후에도 계속 물이 흐르거나 수도를 잠근 후에도 물이 
흐를 경우, 한 해에 수천 갤런의 물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관개 라인이 파손되었을 경우, 누수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액의 수도 요금을 청구받을 때까지 누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를 확인하고 물 
낭비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 집안의 모든 수도를 잠급니다. 수도 계량기를 찾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집 앞쪽의 연석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 뚜껑을 열고 천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집안의 수도가 모두 잠긴 

상태에서 검은색 또는 빨간색 삼각형이나 은색 기어가 돌아갈 경우, 
누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3. 또 다른 확인 방법은 집안의 모든 수도를 잠그고 수도 계량기의 판독 
값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30분간 기다리십시오. 
계량기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판독 값이 변했다면, 누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계정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벨뷰 공공서비스에서는:
• 수도관 파손, 홍수 또는 물 끓이기 통지 같은 비상 상황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누수 시 더욱 빨리 알려드립니다. 자택 내는 물론 개별 수도 

공급관에서 낭비되는 수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bellevuewa.gov/ContactUpdate에서 지금 바로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시의 누수 조정 정책에 따라, 외부 매설 수도 공급 관에 대한 조정은 
건물주당 한 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면 요청서 및 수리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개 시스템, 수영장, 인공 폭포 또는 보트 독과 같은 
옵션 장치에 대해서는 누수 조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하면 누수로 인해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LeakAdjustments에서 알아보십시오.

기간에 누수를 감지하지 못하면 
수천 달러까지 가산되어,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밸뷰 누수 조정 정책

밸뷰 공공시설에서는 2개월마다 
수도 계량기를 판독합니다. 이 

버리지 마세요! 
직접 가져오시거나 수거 서비스를 받으세요!
Republic Services는 단일 가구 및 다가구 주민들을 위한 연중 상시 
재활용 옵션을 확대해, 버리는 물건을 매립지로 보내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600 127th Avenue NE에 위치한 Republic 
Services 방문 재활용 센터(Drop-off Recycling Center)에 물품을 
방문 배출하시거나 425-452-4762번에 전화해 특별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센터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방문 배출하거나 425-452-4762
번으로 전화해 무료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형광등 및 전구: 형광등은 종이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야 하며 
4피트 길이를 넘을 수 없고, “fluorescent tubes(형광등)”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전구는 비닐봉투에 담아 봉해야 합니다. 수거/
방문 배출 일회당 형광등/전구 2개, 1년에 10개로 제한합니다.

• 가정용 건전지: 충전지와 일회용 건전지를 별도의 깨끗한 봉지에 
담아 밀봉하십시오.

• 고형 플라스틱: 예시로는 5갤런 버킷, PVC 파이프, 세탁 바구니, 
플라스틱 정원용 가구, 대형 휠, 냉각기, 날진 용기 등이 있습니다. 
크기 제한: 2제곱피트. 수거 서비스 신청 필요 없음: 고형 
플라스틱은 일반 수거일에 재활용 카트 안이나 옆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 금속 고물: 3인치 이상 뚜껑을 포함해 나무, 플라스틱, 고무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는 모든 철제 및 비철제 금속 고물. 수거 
서비스 신청 필요 없음: 도로 노변에 폐기된 금속 고물은 재활용 
카트에 담아야 하고 2제곱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 전자 제품 및 가전제품: 2제곱피트 이하 또는 60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예시로는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다리미, 
컴퓨터 장비, TV 및 휴대폰이 있습니다.

• 직물: 깨끗하고 물기가 없는 의류 및 가정용 직물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습니다.

• 사용한 식용유: 오염되지 않은 기름(대형 고형물 불가)을 
비틀어 여는 마개가 달린 깨끗하고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아 
밀봉합니다. 병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방문 배출 일회당 
3갤런 및 1년에 10갤런으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무료로 방문 배출하세요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 양장본
• 스티로폼 블럭: 패킹 피넛 불가.
• 소형 프로판 실린더: 실린더는 반드시 비어 있고 탱크가 없어야 

합니다.

425-452-4762번으로 전화해 유료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대형 폐기물: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시면 냉장고, 냉동고, 스토브, 
식기세척기, 세탁기 또는 건조기, 온수기, 가구, 매트리스 및 기타 
유사한 대형 물품 등의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드립니다.

• 건축용 자재: 전화로 요금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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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에 비누 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밸뷰의 모든 빗물 배수관이 호수나 개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집에서 하는 세차는 환경을 더럽힙니다. 진입로나 도로, 주차장에서 
세차하면, 유독성 엔진 오일, 중금속, 퇴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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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과 이를 먹는 물고기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생분해성 비누도 분해되기 전에는 물고기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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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요금이 왜 여름에 더 높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 동안 얼마나 많은 관개용수가 소비되는지 알면 
놀라게 됩니다. 또한 밸뷰에서는 물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물 소비에 
비례에 요금이 증가하는 단계별 요금 체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잔디와 정원에 물을 줄 경우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물을 절약하는 조경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물 주기 팁
•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충분한  

물을 줍니다.
• 뿌리 영역 전체가 물을 흡수하게 합니다.
• 모종밭에 덮개를 덮어 물 증발을 줄입니다.
• 모판에 소커 호스나 드립관개를 이용합니다.
• 기상 상태에 맞게 물 주기 일정을 정하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호스 셧오프 노즐을 추가합니다.
• 자동 관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레인센서를 설치합니다.

현명한 물 주기 팁을 bellevuewa.gov/SmartWatering에서 알아보십시오.

MyBellevue 앱으로 연락하세요
 
MyBellevue로 벨뷰 시와 직접 연락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시의 물, 배수, 폐수 및 고체 
폐기물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긴급한 문제 제외)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MyBellevue는 Apple App Store나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밸뷰 공공서비스 소식

무료 주방 퇴비 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 포장 봉투가 일반 가정 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싱크대에 폐기하면, 하수 역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리할 때 생기는 지방, 오일 및 기름기는 여러분 가정의 배수관 
측면에 달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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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주방 퇴비 함을 이용해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서 
벗어나십시오! 밸뷰시의 1인 가구 주민들은 고형 폐기물 처리업체인 
Republic Services에 425-452-4762번으로 문의하여 무료 주방 폐기물 
용기로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용기 안에 자연 분해 봉투(compostable bags)를 사용해 폐기물 
양을 줄이십시오. kingcounty.gov에서 “Compost More, Waste Less 
Pledge”(퇴비는 늘리고 쓰레기는 줄이기 캠페인)”를 검색해 킹 
카운티로부터 무료 샘플을 받으십시오. 

유기물 수거 서비스에 등록된 아파트 및 콘도 거주민들은 무료 주방 
폐기물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이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밸뷰 공공시설 재활용 핫라인에  
425-452-6932번으로 전화하여 이 용기를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유기물 수거 서비스에 
등록하라고 요청하여 매립용 쓰레기를 줄이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