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폭풍우 준비를 마치셨습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대비책을 알려드립니다:

• 배수로와 홈통을 1년에 2차례 청소하십시오. 배수로, 홈통, 
배출구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우기에 주택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배수 장치를 확인하십시오. 이는 수시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여러 배수조 또는 기타 배수 구조물이 있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구조물이 막히게 되면 건물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 배수펌프가 있는 분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 가족 비상 키트를 만드십시오. 집에 최소 3일간 필요한 식수, 
식량, 기타 물품(손전등, 크랭크나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담요)을 충분히 구비합니다. 겨울철 운전에 대비한 키트 준비도 
권장됩니다.

• 가족 재난 플랜을 세워둡니다.
• 주택 소유주 보험이 홍수 또는 기타 폭풍우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수도관 중 노출된 부분 또는 난방이 안 되는 부분(다락, 지하, 
차고)을 테이프와 단열재로 감싸 동파 사고를 예방하십시오.

겨울철 폭풍우 대비 방법에 관한 기타 지침을 확인하려면  
www.takewinterbystorm.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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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10월호

일반 정보 425-452-6932
고객 서비스/요금 고지서 425-452-6973
식수 수질 425-452-6192
공공서비스 유지 보수 및 24시간 비상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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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및 에너지 요금 환급으로 납부금을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에너지 사용은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Puget Sound Energy와 Cascade Water 
Alliance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물 흐름을 통제하고 요금을 절약하도록 해주는 가전제품 및 기타 물 절약 제품에 
대한 환급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세탁기를 적격한 ENERGY STAR®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25 환급은 물론 LED 두 개와 
수도꼭지 에어레이터 두 개가 포함된 에너지 절약 키트를 받으십시오. 이 키트로 물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 대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se.com/appliances에서 확인하십시오.

또한, ShopPSE 혹은 참여 판매자의 에어레이터나 샤워기를 포함한 WaterSense® 제품을 선택하면 최대 $10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se.com/showerheads에서 확인하십시오.

홍수 대비용 펌프 
머지않아 겨울 폭풍우가 닥쳐 밸뷰 시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가눙성이 있습니다. 밸뷰 공공시설에서는 홍수 비상 
상황 중 개인적인 문제이자 밸뷰 공공시설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를 위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펌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펌프는 홍수 시에 단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펌프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5-452-7840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홍수 예방: 배수관 유지 관리
폭풍우가 거리에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근처의 
빗물 배수관을 유지 관리하며 낙엽과 기타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매해 가을 빗물 배수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벨뷰 
공공시설에 있어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도시 도처의 빗물 
배수관의 수가 20,0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러분의 배수관을 꼭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피해 가능하면 인도 쪽에서 
작업하십시오. 낙엽과 퇴비로 이용 가능한 쓰레기는 모두 
오가닉 카트에 넣으십시오. 잔디 조각, 낙엽 또는 기타 
잔해는 배수관, 배수로, 개천, 지하수로, 홈통 또는 협곡에 
버리지 마십시오.

노면 아래쪽의 빗물 배수관이 막힌 것처럼 보이면,  
425-452-7840번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겨울  
폭풍우 대비



벨뷰 공공서비스 소식

   친환경 실천 방법을 
    배우세요! 
밸뷰 공공시설에서는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실천 워크숍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쓰레기 제로 히어로 워크숍에서 재활용 및 퇴비화 관련 지식을 
증대하고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배우기.
• 재활용품, 유기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기.
• 배터리와 같은 특이 품목을 재활용하는 곳 알기.
•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 수거 백, 주방 퇴비화 용기와 키트, 분류 
방법 안내 포스터 제공.

친환경 클리닝 워크숍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택하고 만드는 방법과 
환경 및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료 
친환경 클리닝 키트와 수업 수료증을 받으세요! 

참여를 원하시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하시려면 recycle@
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425-452-693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정원은 과정당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선착순 등록입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숍 날짜 & 장소
쓰레기 제로 히어로
•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North Bellevue Community Center, 4063 148th Ave. NE
• 10월 23일 화요일, 정오~오후 1시. 
 Bellevue Downtown Library, 1111 110th Ave. NE 
•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North Bellevue Community Center, 4063 148th Ave. NE 
•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oulevard
•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Bellevue Downtown Library, 1111 110th Ave. NE 

친환경 세척
•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정오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oulevard
•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North Bellevue Community Center, 4063 148th Ave. NE 
•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oulevard
• 12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Bellevue Downtown Library, 1111 110th Ave. NE 
• 12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오후 8시.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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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유해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민에게 제공
밸뷰 시가 참여하는 킹 카운티 지역의 가정용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주택이나 차고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돕기 위한 
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유해 폐기물 담당 라인(Household Hazards Line)
에 
206-296-4692번 또는 1-888-Toxiced (869-4233)
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전화해 수거 일정을 정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수거할 폐기물의 유형과 수량. 가정 유해 
폐기물은 살충제, 유성 페인트, 용제, 배터리, 
형광등, 엔진 오일, 부동액 및 가정용 세제 등을 
비롯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제품을 말합니다.

참고: 가정 방문 수거 담당 직원은 라텍스 페인트, 
타이어, 전자 제품 또는 의약품과 같은 기타 특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 일정은 일반적으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로 일정을 잡습니다.

집어 올리십시오!
가방에 

담으십시오!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해로운 유기물이 애완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빗물이 애완동물의 배설물에 있는 
박테리아를 하천이나 호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집어 올리십시오. 가방에 담으십시오.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법의 가루도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배설물을 치워주는  
요정은 따로 없습니다

애완동물
의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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