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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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www.bellevuewa.gov/utilities.htm
시외 전화번호: Republic Services(고체 폐기물 서비스) 425-452-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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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용지 및 폐지 줄이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광고 용지 수신을

줄이십시오. 각각의 서비스는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카탈로그, 소매 판매, 신용카드, 보험 및 기타 
광고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서비스

• CatalogChoice.org는 8,00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여러분의 수신 거부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에게 발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지 및 카탈로그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DMAchoice.org는 DMA(Direct Marketing Association, 직접 마케팅 협회) 
소속인 3,600개 기업 및 조직의 마케팅 목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광고 용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DMA
는 회원에게 수신 거부 요청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케팅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directmail.com/mail_preference의 국내 우편 수신 거부 목록(National Do Not 
Mail List)은 다이렉트 메일 회사가 관리합니다. 이 회사는 대량 우편물 발송

대상인 마케팅 목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돕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향후 마케팅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OptOutPreScreen.com을 이용하면 소비자 신용 보고 회사 Equifax, Experian, Innovis 

및 TransUnion이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친 신용 카드 및 보험 증서와 관련해 기업에 
판매하는 목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신용 보고 
기업은 법률에 따라 여러분의 수신 거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2018년 5월~6월

www.facebook.com/
bellevuewashington 
www.youtube.com/
Bellevue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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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가 밸뷰 
지역에 미치는 영양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혼합 폐지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이는 판지를 제외한 잡지, 광고 용지 
및 사무용지 같은 혼합 폐지를 말합니다. 폐지 수출 시장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밸뷰시에서는 재활용을 올바로 실천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이 규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 배출했던 혼합 폐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중국으로 혼합 폐지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밸뷰시 도로변에서 수거되던
혼합 폐지 중 일부는 더 이상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일부는 매립됩니다. 혼합 
폐지 더미를 계속해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 국외에서도 이러한 폐지 
전체를 수입할 시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혼합 폐지 재활용 배출을 계속하십시오. 이 중 일부는 결국 매립되겠지만 우리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혼합 폐지 중 많은 
부분을 수출할 시장을 아직 모색 중입니다.

2. 재활용품을 최상의 상태로 카트에 배출하십시오. 
3. 음식물 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용기를 깨끗이 비우고 닦은 다음

말려서 카트에 배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RecyclingImpacts에서 알아보십시오.

재활용 모범 
시민 되기: 
비우기, 
세척하기, 
말리기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넣을 때 내용물이 비어  
있고 깨끗하며 건조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재활용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활용품을 건조된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뚜껑을 꼭 닫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카트 또는 쓰레기통에 
덮개를 닫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따른 몇 가지 
기타 이점입니다.
바람이 불 때 쓰레기 관리
뚜껑을 덮어 두면 바람이 불 때  
수거함 안에 재활용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들이 뚜껑을 열지 못함
새들이 열린 수거함에서 물건을  
꺼내 주변을 더럽히곤 합니다.
젖은 용지는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품이 비에 젖으면 재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지가 있는 경우, 분류해 
재활용 수거함에 넣거나 비가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후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놓으십시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젖은 재활용품
젖은 물건은 무게가 많이 나가며  
거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재활용 모범 시민으로서 열린  
수거함 뚜껑을 발견하면 닫아  
주십시오. 모두가 협력하면  
재활용품을 올바로 비우고, 세척하고 
말린 후 수거 당일까지 수거함에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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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위해 
일하세요
밸뷰 공공시설과 밸뷰 교통부에는 
여름철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되는 계절별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시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득을 올리면서 잠재적 직업 분야를 
체험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래된 라텍스 페인트를 
재활용하세요
킹 카운티의 수거 네트워크(Take it Back Network)는 라텍스 
페인트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기로 
합의한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페인트는 
애완동물 배설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거 대상 자재: 주민 및 사업체는 불필요한 라텍스 페인트, 
수성 착색제 및 클리어 코트를 협력 단체의 승인된 장소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수거 
장소를 takeitbacknetwork.org에서 확인하십시오.

• 재활용 수수료: 라텍스 페인트를 포장해 처리 시설로 
수송하는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려면 이용하시려는 수거 현장에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 사전 통화: 업체 설명을 확인하고 연락하여 라텍스 페인트 
수거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수거 불가능 재료: 유성 페인트, 용제 및 기타 유해 물질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지원은 전화 206-296-4692번, 이메일  
haz.waste@kingcounty.gov로 연락하거나 hazwastehelp.org를 
방문해 문의해 주십시오.

13500 Bel-Red Road에 위치한 밸뷰 시의 Habitat for Humanity 
매장에서도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라텍스 페인트를 재활용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25-641-2643
번으로 전화해 문의해 주십시오.

• 식수 및 하수 유지 보수: 지하 시설 및 이러한 시설의 
가동을 위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실무 교육 및 업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 빗물 배수관 지표수 유출, 하천 및 시스템 유지 보수와 관련된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에 대해 배웁니다.

• 도로 유지 보수: 아스팔트, 도로포장, 표지판, 교통 통제 및 
식물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해 배웁니다.

밸뷰 시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www.bit.ly/CityofBellevueJobs에서 신청하세요. 문의사항은 
425-452-52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물 세척 시  
오염을 
방지하세요
봄철을 맞아 여러분의 차도나 
보도를 청소해야 하나요? 빗물 
배수관은 지역의 개울 및 호수와 
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다음의 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이물질을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변기에 버릴 수 있다고” 쓰여진 물티슈도 
막힘을 방지할 만큼 하수도에서 빠르게 
용해되지 않습니다. 하수구의 물티슈 
때문에 오수가 가정으로 역류하고 
지역의 개울과 호수에 넘칠 수 있습니다. 
물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려 오수 역류 및 
범람을 방지하십시오. 변기에는 분뇨 및 
화장실 휴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PreventSewerBackups 
에서 확인하십시오.

1. 먼저 해당 구역을 빗자루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십시오.

2. 비누나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세척수를 빗물 배수관 대신 땅에 버리십시오.

수로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 밖의 방법을 
bellevuewa.gov/KeepWaterwaysClean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