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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의 적응

4 페이지

4 월 8 일 Bellevue Breakfast Rotary's Restaurants for Responders 프로그램에 따라 Tutta Bella 식당에서 Overlake Medical
Center로 식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BBRC 멤버 Jeffery Cashman, Overlake 최고 의료책임자 David Knoepfler, 시장 Lynne
Robinson, BBRC 멤버 Charles Kimbrough, Overlake 최고 개발책임자 Molly Stearns.

이번 호 It’s Your City 안내
City Manager(시 관리자) Brad Miyak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Bellevue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Bellevue시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원이 자랑스럽습니다.

기업 기부

12 페이지

Bellevue, WA
Permit No. 61

전염병의 공격, Bellevue의 대응
Claude Iosso, It’s Your City 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3 월 워싱턴주에서 COVID-19 감염과
사망이 급증하기 시작함에 따라 Bellevue시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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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피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3 월 17 일 시청 개방을 중지했으며 대부분의 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Bellevue Service
Center, Mini City Hall 및 모든 Bellevue 커뮤니티
센터와 소방서 역시 직접 대면 업무를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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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과 기업이 안전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It's Your City 소식지
발행일을 6 월 20 일에서 5 월 15 일로
옮겼습니다. 이 소식지는 Bellevue
의 67,000 개 기업 및 거주지 주소로
송부되며 온라인으로도 발행되는 믿을
수 있는 정보 공급원입니다. (이번 호는
5 가지 언어로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3 월 3 일 Lynne Robinson 시장은 Bellevue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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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 커뮤니티와 대화하는 경찰서장

우리 주민들은 전염병 및 우리
지역사회의 대응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웹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
특히 대다수 취약계층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월 23 일 주 전역에 내려진 “Stay Home, Stay Healthy
(집에 머물며 건강을 유지하기)” 명령에 따라 임시적으로
폐쇄를 해야 했던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는 1분기와 2분기
사업 및 직업세(Business and occupation tax)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과 가족을 돕기 위해
시는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자금을 $450,000
늘렸습니다.

5월 2 일 Bellevue 시의 확진 환자는 323 명, 건의 사망자는
23 명이었습니다.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증가세를 완화시켰으며” 월 하반기 워싱턴주의 감염률을
둔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은 MyBellevue 앱을 이용하여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911 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주는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사업체를 신고하는 온라인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It’s Your City, Apart Together
(따로 함께) 호는 이 비상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It’s Your City는 또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
기업, 조직들의 이야기를 통해 응원을
전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시 서비스는 BellevueWA.
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전화번호는 Contact Us(
문의) 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및 전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Bellevue 고객 지원 포털 (또는 모바일 앱): 문제 신고
• MyUtilityBill.bellevuewa.gov: 수도 및 하수도 요금
납부

• MyBuildingPermit.com (또는 425-452-4898): 건축
허가 신청

• 긴급하지 않은 경찰 지원 (또는 425-577-5656)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City Hall Service First,
425-452-6800 으로 전화해주세요.

INSERT
INSIDE
Community Resources Insert
지역사회 자원 정보지 첨부
Tờ rơi Cộng đồng Tài Nguyên bên trong

Adentro hay un folleto de recursos para la comunidad

裏面附有社區資源及信息傳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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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함께 하면 더 강합니다

때보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 이곳에는
공동체와 협력 , 희망이 있습니다 .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지만 결승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주지사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우리의 단결과 끈기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신 개인과
단체,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 전국적으로
환자 치료를 선도해온 Overlake
Medical Center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Lynne Robinson

COVID-19 의 압도적인 시험을 함께
극복하는 지금, 저는 Bellevue의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부 지역의 강력한 힘을
보고 있습니다 . Bellevue 는 그 어느

시 의회와 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Emergency Operations
Center(비상운영센터)는 위기가

시작된 후부터 가동되었으며 직원들은
원격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다섯 곳의 복지 기관들에게 추가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의회는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청에서 시 의회를 소집할 수는 없지만 필수 사업을 위해
주로 첫째 주 및 셋째 주 월요일에 가상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직원은
집에서 음성 피드를 통해 참여합니다.
회의는 Bellevue Television 채널 21, BTV YouTube 채널 (YouTube.com/
bellevuetelevision) 및 BellevueWA.gov/bellevue-television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현장 인력들
공원, 교통, 공익사업 공공정보 담당자

• 응급 의료요원들은 주민 여러분과
•
•
•
•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지역 식당들이 방문 수령
주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 허가 및 신청 만료일을
연장했습니다.
다른 동부
저희는 주 및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복지 기관
및 소기업들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면 더 강합니다.

Bellevue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모두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즐기는
멋진 도시를 지켜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지역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은 전화를 통해 회의
절차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접속 전화번호는 253-215-8782, 회의 ID:
901 067 107입니다.

구두 소통 기회는 없지만 이메일 council@bellevuewa.gov, 제목 “Written
Communications,”을 이용하여 회의 당일 오후 3시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Dowse는 얼굴에 미국 국기가 그려진 두건을 쓰고
표준 안전모와 형광 안전 자켓을 착용합니다.

Carla Trsek은 계속 Kelsey Creek Farm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으며 일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도시 근로자들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 부서의 직원들은
계속 업무 현장에서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을 분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더 눈에 띌 수 있지만, 이들은
정비기술자와 재무 자산 관리부(Finance & Asset
Management Department)의 다른 차량군 인력이
순찰차와 소방차를 관리해야만 순찰과 화재 신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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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support@bellevuewa.gov).

교통부에서는 직원들이 도로 청소와 포장, 도로변 잡초
제거, 가로등 및 신호등 교체, 보도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검자는 평일 하루 20 건에서
30 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 공익사업 업체와 상업
개발자들이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직원들은 현재 상황에 맞게 일정과 장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조사관인 Cheryl

임대료 및 재정 지원

•
•
•
•
•
•

공공용지 조사관 Cheryl Dowse는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건축을 감독합니다.

Spring Boulevard, 124th Avenue Northeast,
Mountains to Sound Greenway Trail 및
Newport Way 등 Bellevue의 필수 교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조사관들 역시 감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Bellevue의 현장 근로자 및 응급 요원들 역시 다른
주민 및 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외부에서 보고를 하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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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Community Services(카톨릭 커뮤니티 센터): 206-323-6336
Hopelink(호프링크): 금융 지원, 425-943-7555
LifeSpring(라이프스프링): 자녀가 있는 가정, 425-451-1175
LifeWire(라이프와이어)(가정 폭력 생존자): 425-746-1940
Salvation Army(구세군): 425-452-7300
Solid Ground(솔리드 그라운드): 206-694-6767 또는 206-694-6700

이민자 및 취약 계층

Hopelink(호프링크) 창고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수천 개 가정에 제공할 상자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학교와 많은 기업들이 강제 임시 휴교와 휴업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폐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 Eastside for All(모두를 위한 이스트사이드): 유색인종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EastsideForAll.org/covid-resources
• Muslim Association of Puget Sound(퓨젯 사운드 무슬림 협회)
(MAPS-MCRC): 임대료, 공공서비스 및 식품 지원. 888-404-6272 또는
425-947-7146.
• Chinese Information and Service Center(중국어 정보 서비스 센터):
만다린, 광둥어, 러시아어로 노인 지원 제공.
CISC-Seattle.org/covid19
가정 폭력

• LifeWire(라이프와이어): 1-800-827-8840 또는 425-746-1940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911 로 신고하십시오)

정신, 신체 건강

다음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신다면 EngagingBellevue.com
을 확인해주십시오.

• Youth Eastside Services(이스트사이드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및 가정 행동
건강 서비스 YouthEastsideServices.org/covid19-response 또는 전화
425-747-4937
• Teen Link(틴 링크): 십대를 위한 비밀 익명 도움 전화,
866-833-6546
• Crisis Connections 24-시간 위기 신고전화: 866-427-4747

쉼터

• Eastside Legal Assistance Program(이스트사이드 법률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가정법, 가정폭력 문제 및 이민 관련 법률 지원:
425-747-7274
• State Attorney General Consumer Resource Center(주 검찰 소비자
자료 센터): 800-551-4636

본문을 통해 일부 연락처 정보를 소개한 지역 내 복지 조직들은 수요에 맞춰 본인들의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시는 현재 위기 속에서 비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다섯 곳의 조직을 위해 $450,000 를 추가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와, 만다린, 광둥어, 소말리어를 구사하는 미니 시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정부 및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에서
오후 6 시까지 425-452-2800 으로 전화하시거나 minich@bellevuew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위의 다섯 가지 언어 외에도 100 가지 이상 언어로 전화
통역을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 Catholic Community Services(카톨릭 커뮤니티 서비스): 자녀가 있는 가정
(CCSWW.org, New Bethlehem Day Center로 이전 – 425-679-0350)
• Congregations for the Homeless(노숙인을 위한 신도들): 남성
(CFHomeless.org, 425-289-4044)
• Friends of Youth(청소년의 친구들): 18-24 세 청소년
FriendsofYouth.org, 425-449-3868)
• The Sophia Way(소피아 웨이): 여성
(SophiaWay.org, 425-463-6285)
푸드 뱅크 및 기타 식품 지원

• Hopelink, 14812 Main St., 425-943-7555
화요일, 정오-오후 4 시
수요일, 오후 3-7 시
목요일, 오전 10 시-오후 2 시
• Renewal Food Bank(리뉴얼 푸드뱅크): Highland Covenant Church,
15022 Bel-Red Road, 1-866-793-6512 또는 425-736-8132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 시-오후 1 시
화요일, 오후 4~6:30시
• Sound Generations Meals on Wheels(사운드 제너레이션 식사 제공):
206-448-5767 매주 노인, 장애인 및 간병인에게 식사 제공
• Bellevue School District(Bellevue 학구): 교실 밖 학생들을 위한 점심 수령
및 사전 주문, BSD405.org

공익사업 팀은 현장에서 파이프와 펌프 스테이션을
관리합니다. 업무 시 거리 두기를 촉진하고 질병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말 근무조를 추가함으로써 규모는
평소보다 작습니다. 지표수 부서의 Will Lindgren은
현장 직원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일부 작업은 연기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자들은 주 수도관의 파손과 누출 수리, 소화전 정리,
수도 계량기 확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시설 점
검 및 청소, 하수도 복구와 역류 대응 조치(물티슈를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24 시간 비상 지원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425-452-7840 또는 이메일

• Nourishing Networks(영양 제공 네트워크) - 식품 지원:
bellevuenourishingnetworks@gmail.com

Alex O’Reilly, Human Services Manager (복지 관리자)

매일 BellevueWA.gov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없다면
council@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집에 머물며 안전을
지킵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요금 납부 부족을
이유로 단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소기업들의 1분기 및 2분기 사업 및
직업세 납부를 연기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잠겼지만 공원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 직원들은 계속 잔디
깎기와 보행로 청소,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COVID-19 관련 공원 표지판을 관리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합니다. Kelsey Creek Farm
의 현장 인력은 염소와 닭, 양, 말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Eastside 지역사회 자원

법률

일반

• Eastside Pathways(이스트사이드 패스웨이): 일반 지역사회 자료,
EastsidePathways.org
• Community Living Connections(지역사회 생활 연결) (노인, 장애인,
간병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료 및 서비스): 1-800-348-5464
• Sound Generations(사운드 제너레이션) (노인 자원): 206-448-5757
• 긴급하지 않은 경찰 신고 전화 (예: 증오 범죄 신고): 425-577-5656
• Conflict Resolution Center(갈등 해결 센터): 425-452-4091
• King County Coronavirus Call Center(킹 카운티 코로나바이러스 콜센터)
(건강보험 문의, 격리 센터): 206-477-3977
• King County Business and Community Line(킹 카운티 기업 및
지역사회 전화) (직원 위험성이 높거나 아플 경우 고용주의 필수 작업 우려 사항):
206-296-1608
• COVID-19 검사, 치료 또는 예방 조치는 공적부조 미승인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 (공공 보건 - 시애틀 및 킹 카운티):
기침이나 열이 있을 경우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COVID-19 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COVID-19 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건강관리 제공자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7 시 사이에 206-477-3977 로
전화해주십시오.

(re)STARTUP425는 기업들에게 일대일 지원을 제공합니다
Anthony Gill, Economic Development Analyst
(경제개발 분석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심각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지역의 소기업들은 비상 정부 대출 및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Eastside 소기업 소유주와 비영리기구 리더,
자영업자를 사업 지원 자료에 연결하기 위해 Bellevue,
Kirkland, Issaquah, Redmond, Renton시는
4월 20 일 (re)STARTUP425를 시작했습니다.
2016 년부터 Eastside 도시들이 공유해온
STARTUP425 사업 지원 사이트를 재조정한 버전인
이 웹사이트는 (re.STARTUP425.org) 여러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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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무료 일대일 기술 상담, 관련 웨비나 및
자료 캘린더,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Eastside 식당 및
카페 지도를 제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재정 지원 환경을 이해하는 일은
소기업과 비영리 기구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시 관리자
Brad Miyake는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 소유주와 비영리 기구 리더들이
일대일 지원을 통해 잡음을 없애고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Business Impact NW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팀은 다음을 위해 무료 일대일
기술 상담을 제공합니다:

• 기업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 기업이 보조금 및 대출 자격을 갖추고 이용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 기업이 보조금 및 대출 신청을 완료하도록 돕습니다.

시는 그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소유주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re)STARTUP425의 기업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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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모색하는 기업과 기관들

Brooke Brod, Community Development Outreach(지역사회 개발 활동)

우리에게 전염병이 닥친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다른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시기에 Bellevue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조명하면서 이들의 선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of Washington Medical Center(워싱턴대 의료 센터)의 개인 보호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Eddie Bauer는 지역 헬스케어 시설을 위해 20,000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 The India Association of Western Washington(워싱턴 서부 인도 협회)
는 병원과 진료소, 노인 생활센터 등에 4월 24 일 현재 4,000 개 가량의 보호용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IAWW는 또한 남아시아 식당들과 함께 매주 응급
의료요원 및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Glassybaby는 수제 유리 촛대와 유리컵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10 씩 병원
근로자와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합니다.
음식을 통한 선행

COVID-19 전염 발생 기간 동안 많은 식당과 카페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구와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거나
기부합니다.

• Bellevue Breakfast Rotary Club은 Restaurants for Responder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식당들로부터 $30,000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여 응급
의료요원 및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전달합니다.
• Trophy Cupcakes는 Pay It Forward(선불)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구입한 컵케익을 지역 비영리 기구에 전달합니다.
• Bellevue Collection 식당들은 4월 동안 테이크아웃 주문 한 건 당 두 끼의
식사를 Bellevue LifeSpring에 기부하였습니다.
• Central Bar and Restaurant은 누군가 식당 메뉴를 기부할 때마다 두 끼의
식사를 비영리 기구, 헬스케어 종사자 또는 가족에게 기부하여 전달합니다.
• Washington Food Truck Association(워싱턴 푸드트럭 협회)는
Nourishing Network(영양제공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지역 비영리 기구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가정을 위해 푸드트럭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verlake Medical Center 직원들은 Mami Tran에서 무료 점심을 배달합니다. Symetra
Care and Feeding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를 제공합니다.

일부 큰 기업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작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모여 이곳을
고향으로 삼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지역사회 단체들은 다양한
취약 계층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The India Association of Western
Washington(워싱턴 서부 인도 협회)는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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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Information and Service Center(중국어 정보 서비스 센터)
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및 기타 언어를 구사하는 “문화 내비게이터”를 두고 주와
카운티의 모든 COVID-19 관련 소식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CISC의 Hospital to
Home(병원에서 집으로) 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주민들 역시 비공식적인 대응 조치에 뛰어들었습니다. Woodridge
에서는 Kelye Kneeland와 그녀의 딸이 지도와 연결 카드를 만들어 이웃집들에
배달했습니다.

안면 보호대 작업을 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Exchange (글로벌 혁신 교류) 학생. GIX는

작업 공간에서 보호대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하루 40 개의 보호대를 만듭니다.

Bellevue 지역사회를 포함한 Eastside 지역 남아시아
지역사회의 허브로써 전염병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IAWW는 주민과 응급 의료요원을 위해 음식과 위탁
의뢰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IAWW는 4,500
개의 재사용 가능 마스크를 병원과 진료소, 노인 생활
센터, 보호소 및 기타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Chinese Information Service Center (중국어
정보 서비스 센터) 역시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다른
복지 기관들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CISC는 또한 Care Coordination (돌봄 협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과 장애인, 영어 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지역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돌봄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CISC의
Hospital to Home(병원에서 집으로) 프로젝트는
COVID-19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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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많은 이웃을 만나고 있어요”,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걸어다니고 길거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거나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합니다. 나이 많은 이웃들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웃들은 곰인형과 하트를 창가에 두기도 해서 산책을 할 때 아주 힘이
됩니다.”
북동부 지역의 한 부모에 따르면 가족들은 자녀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교육 책임이
높아졌습니다!) 창의적으로 일정을 짜고 솜씨 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숨바꼭질과 20 고개 같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의 수고에 보상을 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식으로 이웃들을 도와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행동과 기부 중 일부이며,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웃과 지역,
전세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Lakemont와 Bridle Trails의 주민들은 지역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꽃다발을
구입했습니다. 꽃다발은 Overlake Hospital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거나 기부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Bellevue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편견과 일자리 상실, 평균 이상의
감염률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 유색인종, 기타 취약
계층에 더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진 제공 GIX

때문이죠. 기부품을 가져온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17개 교회가
식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270 개 가정에 봉사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제 딸은 이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연락처
페이지가 있는 이웃 지도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Kneeland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음식 재료를 제공하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는 등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이웃의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 연락처 제공을
도와주고자 했어요.”

Diversity Advantage Team (다양성 팀)

많은 지역 기관과 기업이 응급 의료요원, 헬스케어 종사자, 일선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ellevue는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능력, 연령대,

한 동네에서는 상세한 지역 지도를 만들고 구역 캡틴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동네에서는 이웃 모임이나 Facebook 그룹을
통해 “Need Help/Willing to Help(도움이 필요해요/도와드릴게요)” 관계를
조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의 형평성

우리의 헬스케어 영웅들을 보호합니다

Yuriana Garcia Telléz, Diversity Outreach and
Engagement Administrator (다양성 지원 및 참여
관리자)

여러 동네에서 온라인과 비 디지털 소통을 통합하여 이웃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웃 모임과 지역사회 단체, 기존의
지원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옆에 기부품 더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Jubilee REACH 직원 Ken Carpen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나타나기

• Amazon은 South Lake Union의 Amazon 빌딩 근처 및/또는 Bellevue
다운타운에 위치한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Neighborhood Small Business
Relief Fund(이웃 소기업 구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 Facebook은 COVID-19 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Facebook은 최근 Bellevue 다운타운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 Microsoft는 시애틀 재단의 지역 내 COVID-19 대응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 Symetra는 Care and Feeding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식당들이 노숙인
보호소와 병원에 10,000 인분의 식사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호 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

Bellevue 주민, 이웃, 기업, 서비스 기관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창의성, 재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재미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신앙 조직들은 Hopelink, The Sophia Way, Jubilee REACH,
Congregations for the Homeless 등 일선 조직에 기부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을 돕는 큰 기업들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중고품 또는 신품 스키 고글을 제공하는 장소인
“Goggles for Docs(의사들을 위한 고글)”를 운영합니다.
• Global Innovation Exchange (글로벌 혁신 교류, GIX)는 GIX
Makerspace에서 저렴하고 재사용 가능한 안면 보호대를 제조하여 University

Mark Heilman, Neighborhood Outreach Manager(이웃 지원 관리자)

Bellevue Essentials 프로그램 회원들은 매년 해오던 남성 쉼터 식사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자 $1,800 를 지역 식당들에게 지불하여 쉼터에 식사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쉼터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돈을 기부했습니다.

는 지역 식당들이 헬스케어 종사자들과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 Sturtevant’s Sports는 COVID-19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눈을 보호할 수 없는

이웃들은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정책과 실무에서 인종이나 성별, 기타 여러 구분 요소로
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형평성이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VID-19 의 경우 조사 결과 결과는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이 상이한 방식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과 생각들을 확인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색인종은 Bellevue
인구의 50% 이상을 구성하며 여기서 아시아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월 1 일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 (공공보건 - 시애틀 및 킹
카운티)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색인종, 특히
라틴계 지역사회의 COVID-19 발병과 입원이 백인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초,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은 소셜미디어와 학교
이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따돌림과 잘못된 농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감염에
취약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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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ye Kneeland(오른쪽)과 그녀의 딸 Grace는 지도와 연결 카드를 만들어 이웃집들에
배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으로 인해
식당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 사업체들의 손님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4월 6 일 “Bellevue는 인종이나
국적, 성별, 장애, 종교를 바탕으로 한 증오나 편견,
폭력을 강력히 규탄함” 을 선포했습니다. 4월 8 일
경찰서장 Steve Mylett은 Bellevue의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가 한 가상 시의회에 경찰을 초청해 증오
범죄를 알리고 전화 질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와 시
공무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안전하지
않은 가정 상황, 디지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위생 소독 자원에 연결하였습니다.

주의 “Stay Home, Stay Healthy(집에 머물며
건강을 유지하기)” 명령에 따라 사업체들이 문을 닫자
Bellevue의 노동계층 및 저소득 가구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Microsoft와 Amazon 직원들은 3
월부터 원격 근무를 시작하는 한편, 시의 WrapAround 서비스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복지
기관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서비스업 종사자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취약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직접
COVID-19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를 위한
보조금을 할당했습니다. 아직 많은 기관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5월 초 Jay Inslee 주지사는 “자택 격리” 명령의

단계적 완화를 발표했으며 시는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취약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의회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평하고 모두를 위해 번창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자원을 연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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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지역사회를 찾아간 경찰서장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Meeghan Black, Police Public Information Officer (경찰 공보 담당관)

Jessica Guthrie, Utilities Public Information Officer (공익사업 공보 담당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기간 동안 중국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행위 신고에
따라, 경찰서장 Steve Mylett은 3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Bellevue
에서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적하여 체포할 것입니다.”

고객들은 납부 계획을 세우거나 이용 가능한 비상 금전적 지원 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중에는 요금 미납에 대한 추가 수수료나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425-452-6973으로 전화하거나 utilities@bellevuew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합니다.” Myle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증오 범죄
보도를 보고 있으며, Bellevue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저는
증오 범죄나 편견으로 인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비상 지원 프로그램

일부 고객은 기본적인 수도, 하수, 배수 서비스 요금을 4개월간 보조하는 비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최근 30일 간 프로그램의 저소득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공공 서비스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자신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인종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425-452-5285로 전화하거나
BellevueWA.gov/utilityrelief를 방문하세요.

“저는 중국인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희에게 증오 범죄 피해자임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Mylett 서장은 덧붙였습니다. “Bellevue 경찰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공사 시에만 주 수도관을 임시 차단합니다
Utilities Director(공익사업 국장) Nav Otal

4월 초 Bellevue 경찰은 가상 회의를 열어 YouTube에서 스트리밍하고 관련
주민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고 방법

지금 바로 위협을 받았거나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911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면 BellevueWA.gov/report-crime 또는 전화
425-577-5656 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관이 귀하의 신고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계획을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Gwen Rousseau, Senior Planner (선임 기획자)

전국의 도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주민이 금전 또는 건강
문제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산을 통해 도시들은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계획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왼쪽부터 Zhong Zhu 형사, Steve Mylett 경찰서장이 4월 8 일 가상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Utilities Department(공익사업부)는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주민들과 기업들이
이번 위기에 대처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공 서비스 요금 지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익사업부는
3월 11일부터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COVID-19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타격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Utilities Director (공익사업부 국장) Nav Ot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얼마나 많은 주민이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가?
노인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무료 또는 저렴한 학교 점심에 의지하는 아동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영어 구사 능력이 한정적인 가정은 얼마나 되며, 이들은 어떤 언어로 정보를
얻는가?

좋은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에 올바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파악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인구조사는 10 년에
한 번만 실시되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사원을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 my2020census.gov, 전화 (844-330-2020) 또는
우편으로 응답해주십시오.

U.S. Census Bureau(미국 통계국)은 COVID-19 로 인해 현장 조사를 3 개월
미뤘습니다. 가정은 8월 11 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조사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응답할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정은 4월 1 일 인구 조사일 거주지를
기준으로 2020 인구 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부와
공익사업부는 “자택 격리”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수도 시스템에 중요한 공사를 할
경우에만 주 수도관을 차단합니다. 차단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만 제한됩니다.
작업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통해 직원과 주민을
보호합니다.
필수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작업자 규모, 근무조의 변경, 원격 근무 전환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행정 전화 (425-452-6932)에
전화를 건 고객은 직원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응답 지연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언제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비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티슈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지 마세요

Jessica Guthrie, Utilities Public Information Officer (공익사업 공보 담당관)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에서 소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요? 화장실에 넣고 내려보낸 물티슈 더미들로 인해 하수관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물티슈는 화장지처럼 하수관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티슈가 파이프에 뭉쳐서
막히면 여러분의 집이나 이웃에 위험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하수도 복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공 하수 시스템의 막힌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고 행복한 해결책: 휴지와 대소변만 물을 내려 보내세요. 물티슈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여러분의 집과 공공시스템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기에 버릴 수 있음(flushable)”이라고 써있더라도 물수건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사진 King County Wastewater Treatment Division(킹 카운티 수도처리부)

지역 내 모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웃들이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구조사 홍보대사” 가
되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번영합니다!

BellevueWA.gov/2020census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 젊은 주민이 말한 것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말

잡동사니 정리하기? 많은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대청소를 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Utilities Department (
공익사업부)는 재활용과 기부, 안전한 가정용 폐기물 및
필요하지 않은 물건의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페인트, 배터리, 스티로폼, 소형 가전, 의류 등
일상적이지 않은 물건들을 처리하려면 우편으로 송부된
가이드를 확인하시거나 BellevueWA.gov/recyclemore를 확인해주세요. 길가의 수집 장소에서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많은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대형 가전이나
건축 재료와 같이 부피가 큰 물건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정용 세척제와 화학물질 등 위험 폐기물은 King
County Factoria 유해 폐기물 수집 시설 13800 SE

공중 보건 - 시애틀 및 킹 카운티

32nd St.를 이용하세요. BellevueWA.gov/hazwaste는 유해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거 방법을
제공합니다.

킹 카운팅의 COVID-19 감염율이 4월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중 보건
관리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계속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고 질병 전파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해 물품을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보관하시는 경우
어린이와 애완동물, 음식, 하수도에서 (물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멀리 두세요. 명확하게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보관하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 집에 머물러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이동 거리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세요.

• 기침과 재채기는 가리고 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는 간단한 비 의료용 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세요.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씻으세요.

수집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동 거리를
제한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질문은 Bellevue Utilities
recycle@bellevuewa.gov로 문의해주세요.

아플 경우

잡동사니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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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경미한 질환을 겪으며 치료 없이 집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통 증상으로는 기침과 열 (100°F 이상), 호흡 가빠짐, 목이 따가움,

2020 년 5 월 

일반적인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민자는 COVID-19 검사, 치료 또는 예방 조치를
받더라도 공적부조 미승인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당뇨, 심장질환, 면역계 약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질환 위험이 있을 경우 의사나 간호사에게 전화하세요. 의사가 없다면 오전 8
시부터 오후 7시까지 King County COVID-19 콜센터 206-477-3977로
전화해주세요.
• 휴식을 많이 취하세요
• 열과 인후염, 가벼운 통증에는 일반의약품을 이용하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르세요
• 적은 양의 액체(물, 수프, 허브티, 주스 등)를 자주 마셔 탈수를 방지하세요 술이나
카페인 음료, 다이어트 음료는 피하세요.
증상이 악화될 경우

• 의사에게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세요.
• 숨을 쉬기 어렵거나 통증 또는 가슴의 압박감이 계속될 경우, 비정상적인 혼란이
느껴지고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술이나 얼굴이 파란색 또는 보라색이 되면
911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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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락처

CITY COUNCIL(시 의회)

City Hall

450 110th Ave. NE / P.O. Box 90012, Bellevue, WA 98009-9012

Service First (일반 井보): 425-452-6800
Bellevue 시 웹사이트: BellevueWA.gov
시 의회 사무실: 425-452-7810
시 사무실

City Clerk’s Office and Public Records(시 서기관실 및 공공기록): 425-452-6464
City Manager(시 관리자): 425-452-7228
Community Development(지역사회 개발): 425-452-7892
Conflict Resolution Center(갈등 해결 센터): 425-452-4091
Crossroads Mini City Hall(Crossroads 미니 시청): 425-452-2800
Development Services(개발 서비스): 425-452-6800
New permit applications(신규 허가 신청): 425-452-4898
검사 요청, 신청 및 상태, 수수료 납부: 425-452-6875
간단한 허가, 검사 요청: MyBuildingPermit.com
신청 및 검사 상태: MyBuildingPermit.com
Code Compliance(법률 준수): 425-452-2047
Diversity Program(다양성 프로그램): 425-452-7886
East Bellevue Community Council(East Bellevue 커뮤니티 회의): 매달 첫 화요일
오후 6:30
Lake Hills Clubhouse, 15230 Lake Hills Blvd.: 425-452-6806
소방서 비상상황 신고: 911
긴급하지 않은 소방서 신고
사업 및 정보: 425-452-6892
검사: 425-452-4254
화재 예방: 425-452-6872
인사: 425-452-6838
정보 기술: 425-452-4626
이웃 지원: 425-452-6836

Northwest Arts Center: 425-452-4106

공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Aging Services(노인 서비스): 425-452-4200

 Recreation Program Registration/Parks Info(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록/공원 정보):
425-452-6885
Youth Sports(청소년 스포츠): 425-452-6885
Ballfield Rental(경기장 대여): 425-452-6914
Picnics/Facility Rentals(피크닉/시설 대여): 425-452-6914
Park Maintenance(공원 관리): 425-452-6855
Human Services(복지): 425-452-6884
Probation(보호관찰): 425-452-6956
커뮤니티 센터：
Crossroads 커뮤니티 센터: 425-452-4874
Highland 커뮤니티 센터: 425-452-7686
North Bellevue 커뮤니티 센터: 425-452-7681
South Bellevue 커뮤니티 센터: 425-452-4240
마리나: 425-452-4883
경찰 긴급상황 신고: 911
긴급하지 않은 경찰 신고
Crossroads 경찰서: 425-452-2891
Factoria 경찰서: 425-452-2880
불만 제기 및 정보: 425-452-6917
범죄 예방: 상업지구 425-452-2979; 주거지 425-452-6915
교통 단속: 425-452-6940
교통
행정/정보: 425-452-6856
공공사업
행정/정보: 425-452-6932
청구/고객 서비스: 425-452-6973
수도, 하수, 거리 및
표층수 관리 및 긴급: 425-452-7840

Lynne
Robinson
MAYOR(시장)

Jared
Nieuwenhuis

Jeremy
Barksdale

Conrad
Lee

DEPUTY MAYOR
(부시장)

COUNCILMEMBER
(의원)

COUNCILMEMBER
(의원)

Jennifer Robertson

John Stokes

Janice Zahn

COUNCILMEMBER
(의원)

COUNCILMEMBER
(의원)

COUNCILMEMBER
(의원)

소기업 도움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는 1분기와 2분기
사업 및 직업세(Business and occupation tax)를 10월로 연기했습니다.

주지사의 “자택 격리” 명령으로 인해 식당들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부는 메인 스트리트와 다운타운에 네 곳의 3 분 주차 구역을
마련하여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astside
도시들은 테이크아웃을 제공하는 식당들의 온라인 지도를 Re.STARTUP425.org/
restaurants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체들은 도시 활력의 핵심이며 우리는 이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Lynne Robinson 시장은 3 월 23 일 시의 B&O 세금 연기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COVID-19 의 확산을 저지하는 조치로 인해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터 번호 (시 정부 아님)

Regional Animal Services of King County(킹 카운티 지역 동물 서비스): 206-296-PETS
Republic Services: 425-452-4762 (재활용, 잔해, 쓰레기)
Metro Transit/Sound Transit(메트로 교통/사운드 교통): 206-553-3000

It’s Your City is in other languages at BellevueWA.gov/its-your-city.
모두의 도시입니다” 시사통신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BellevueWA.gov/its-your-city
It’s Your City (Đó Là Thành Phố Của Bạn)” bằng các ngôn ngữ khác
tại BellevueWA.gov/its-your-city
Encuentra information sobre “Tu Ciudad” en
BellevueWA.gov/its-your-city
如想獲取其他語言的“這是你的城市”報紙，請瀏覽網頁
BellevueWA.gov/its-your-city
It’s Your City는 Bellevue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행됩니다.
본 출판물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Claude Iosso, 425-452-4448 또는
ciosso@bellevuewa.gov로 문의해주세요.

Ilya가 520 Bar & Grill에서 포장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1분기와 2분기 세금 납부가 10월 31 일까지
연기됩니다. 규모가 더 큰 기업 역시 최대 90 일까지 세금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의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문화 경제 개발)팀은 기업과
비영리 기구에 정부 대출, 대출 옵션,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일대일
자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을 위한 City Economic Development (시 경제개발) 담당자 연락처 및
자료는 BellevueWA.gov/covid-19-business-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Claude Iosso
시 관리자: Brad Miyake

Chief Communications Officer(최고 소통 책임자): Brad Harwood
Deputy Communications Officer(부 소통 책임자): Michelle De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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