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수 주의령이 발령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주민 대상

식수 주의령 은 급수 설비 내에 유해 박테리아 또는 기타 유기체가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을 시 발령됩니다. 물 끓이
기는 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을 1분간 펄펄 끓이십시오. 물이 식으
면 뚜껑이 있는 깨끗한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생수를 구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수 주의령이 발령된 동안, 용도에 따라 수돗물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나뉩니다.

용도 사용 가능 여부

마시기 불가

얼음 불가

양치 불가: 끓였다가 식힌 물 또는 생수를 사용할 것.

아기 분유 불가

채소 또는 과일 씻기 불가

음식 준비 불가

커피 또는 차 불가

반려동물의 식수

불가: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끓였다가 식힌 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반려동물의 기존 
병력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하십시오.

물고기 및 수생 반려동물 (예: 파충류 및 개구리)

파충류나 물고기는 사람이 감염되는 대부분의 세균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수도 설비에 염소가 더 많이 투입되거나 살균 설비를 교체할 시, 
어항이나 수족관의 물을 갈아 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반려동물 
가게나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손 씻기

가능: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위해 수돗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손을 씻는 경우, 끓였다가 식힌 물이나 살균된 
물, 또는 생수를 비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 또는 목욕 가능

면도 가능

의류 세척 또는 세탁 가능

아기 목욕
가능: 단, 아기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기가 목욕 타올을 빨지 
못하게 하십시오.

설거지

가능: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기세척기의 살균 또는 가열 기능과 
상업용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경우, 물 
1갤런에 가정용 표백제 1티스푼을 희석하여 만든 표백제 용액으로 식기를 
헹구고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정원 및 실내 화분 가능

출처: 킹 카운티 보건국(King County Public Health)



식수 주의령이 해제된  
후에 해야 할 일

먼저 가정 내 배관 및 수도꼭지의 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  집안의 모든 냉수 수도꼭지를 각각 최소 5분 이상 최대로 틀어 배관을 세척하십시오.
•  집이 다층 구조일 경우, 집의 꼭대기 층부터 시작하십시오.
• 아파트 건물에 설치된 것과 같이 귀하의 배관 연결 구조가 길거나 복잡한 경우, 

물을 더 오래 틀어 놓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물을 얼마나 더 오래 틀어 놓을지에 
대해 건물 관리자 또는 임대주가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물 색깔이 이상하다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 놓으십시오.

연수 장치
•  재생 기능을 실행하십시오.
•  연수 장치 제조 업체의 기타 지침을 모두 따르십시오.

역삼투압 장치
•  프리 필터를 교체하고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타 수도 필터
•  기타 수도 필터는 일회용이며 오염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교체하십시오. 
 특히 탄소 필터 및 그 외의 수명이 다 된 필터는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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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및 자동 제빙기
•  얼음틀을 살균 세척하십시오.
• 기존에 제빙기에 있던 얼음을 버리고, 3회분의 얼음을 만들고 버리는 방식으로  

급수관을 세척하십시오.
• 살균제를 사용하여 얼음통을 닦으십시오.
• 제빙기의 급수관이 20피트를 초과할 경우, 5회분의 얼음을 만들고 버리십시오.

온수기, 냉수기, 인라인 필터 및 직수 공급관 또는 물 탱크가 달린 기타 
가전제품 
• 물을 충분히 틀어 모든 공급관 및 탱크의 물을 최소 한 번씩 완전히 교체하십시오.
• 필터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면 교체하십시오.
• 각 가전제품 제조 업체의 기타 지침을 모두 따르십시오.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 편의 요청의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425-452-6932번으로 전화(음성)하거나 jguthrie@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 관련 불만 사항의 경우, 벨뷰 시 ADA/Title VI 관리자에게 425-452-6168번으로 전화(음성)하거나 ADATitleVI@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 711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문 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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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킹 카운티 보건국(King County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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