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과 겨울의 폭풍에 
대비하셨나요? 
다음은 여러분의 준비를 돕기 위한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에 답해주십시오:

£	배수로와 홈통을 1년에 2차례 청소하셨습니까? 이는 비의 
피해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건물의 배수 장치를 확인하셨습니까? 구조물이 막히게 되면 
건물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여러 배수조 또는 기타 배수 구조물이 있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배수 펌프를 점검하셨습니까?
£	가족 비상 키트를 업데이트하셨습니까? 최소 3일간 가정이 버틸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물과 식량 및 기타 용품이 필요합니다. 
Takewinterbystorm.org에는 권장 응급 용품의 전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	응급상황 시 가족들의 의사소통 계획을 준비(및 연습)
하셨습니까? ready.gov에서 계획 템플릿과 아이디어를 
참고하세요.

£	주택 보험 증권에서 홍수 또는 폭풍우 관련 피해 보장 범위를 
확인하셨습니까?

£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중 노출된 부분 또는 
난방이 안 되는 영역(다락, 지하, 차고)을 테이프와 단열재로 
감싸셨습니까?

극한의 기상 상황 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자세한 
팁은 takewinterbystorm.org와 ready.gov에서 참고하십시오.

벨뷰 공공서비스 소식 
(Bellevue Utilities News)
상수도, 배수, 하수 및 고형 폐기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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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보호 
아주 작은 오일 누출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 
수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는 도로와 
주차장에 있는 누출된 기름, 파워 스티어링 오일, 변속 
장치와 브레이크 오일, 가솔린을 도로에서 배수로로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배수로는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와 
다른 야생 생물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가로 흘러 들어갑니다.

누출을 바로 고치면 차량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뿐 
아니라 우리 수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누출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수리 전까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카드보드나 물받이 
또는 신문을 차량 밑에 
받쳐둡니다. 

누출액을 흡수하고 땅 위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래나 고양이 모래를 누출액 위에 뿌린 후 봉지에 
담아 버리십시오.

      수로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정보 425-452-6932
고객 서비스/요금 고지서 425-452-6973
식수 수질 425-452-6192 
공공서비스 유지보수 및 24시간 비상 전화 425-452-7840
    (침수 -- 수도관 파손 -- 수도 공급 중단 -- 하수구 범람
    -- 오염 물질 유출)
이메일 utilities@bellevuewa.gov
웹사이트 utilities.bellevuewa.gov
시외 전화번호 Republic Services(고체 폐기물 서비스) 425-452-4762

수도 및 에너지 요금 환급으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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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에  
대비하세요

누유를 

차단하세요!

오일을 흘리며  

운전하지 마세요



벨뷰 공공서비스 소식 
(Bellevue Utilities News)

하수도를  
지켜주세요: 
지방, 오일과 기름기 
안전하게 폐기하기
F.O.G. 제품(지방, 오일과 기름기(fats, oils and grease))
가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면 배관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정뿐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값비싸고 지저분한 
배수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간단한 단계들을 따라 기름기 있는 음식 
폐기물로부터 배관을 지켜주십시오:

1. 씻기 전에 그릇을 긁고 닦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는 식기세척기와 음식 
찌꺼기 처리기에 기름기 있는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는 유기물 용기에서 
재활용하십시오.

2. 싱크대 거름망을 사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 배수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3. 무거운 오일과 기름기의 경우 식혀서 병에 담아 
버립니다. 식혔을 때 고체가 되는 지방과 기름기는 
폐기용 용기에 넣어 쓰레기로 버립니다. 사용한 오일은 
이름과 주소가 적힌 비틀어 여는 마개가 달린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아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 
카트 옆에 놓고 425-452-4762번으로 전화해 수거를 
예약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llevuewa.gov/PreventSewerBackups 를 
참고하십시오.

*수거당 3갤런 또는 연간 10갤런으로 제한합니다.  

벨뷰 공공서비스의 인기 높은 체험 워크숍에 참여하여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과 지구)을 위한 팁과 도구를 배워보세요.

친환경 클리닝(Green Cleaning) 워크숍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보너스: 무료 친환경 클리닝 키트!

쓰레기 제로 히어로(Zero Waste Hero) 워크숍 에서는 다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음식 폐기물을 줄여 비용 절약하는 법과 퇴비화 기본 정보(무료 퇴비화 키트 
포함)

• 재활용, 유기물 및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류하여 매립지로 향할 폐기물 줄이기

• 배터리 같은 특이 품목 재활용 방법

모든 수업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선착순 등록이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이 
마감되므로 서둘러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려면 425-452-69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recycle@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7세 이상의 
성인과 아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업은 이 메일을 수령하셨을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무료 커뮤니티 
워크숍으로 친환경 실천하기

홍수 예방: 
배수관 유지관리
매해 가을에는 빗물 배수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벨뷰 공공시설에 있어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도시 도처의 빗물 배수관의 수가 20,0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빗물 배수관에 있는 나뭇잎과 기타 잔해를 
청소해 지역의 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할 때에만 배수로를 청소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인도에서 작업하고 도로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낙엽과 퇴비로 이용 가능한 쓰레기는 모두 오가닉 
카트에 넣으십시오. 또한, 잔디 조각, 낙엽 또는 기타 
모든 잔해를 배수관, 배수로, 개천, 지하수로, 홈통 또는 
협곡에 버리지 마십시오. 
 
노면 아래쪽의 빗물 배수관이 막힌 것처럼 보이면,  
425-452-7840번으로 당국에 전화하여 주십시오.

www.facebook.com/
bellevuewashington

워크숍 날짜 및 장소 

친환경 클리닝(Green Cleaning)
•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8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lvd

• 10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Bellevue Downtown Library, 1111 110th Ave NE

•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8시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 10월 23일 수요일, 정오~오후 1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lvd

쓰레기 제로 히어로(Zero Waste Hero)
• 9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2시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8시
 Newport Way Library, 14250 SE Newport Way 

• 10월 9일 수요일, 정오~오후 1시
 Lake Hills Library, 15590 Lake Hills Blvd 

•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8시
 Bellevue Downtown Library, 1111 110th Ave NE

www.youtube.com/
BellevueWashington

www.twitter.com/
bellevue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