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ke Hills Greenbelt & Crossroads Par 3 Park

가든 규칙
1.

가든은 새벽부터 황혼 무렵까지 오픈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웨이버를 포함하여 완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재배 작업 시작에 앞서 가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가든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됩니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가든 부지를 유지 보수 및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 주기, 제초,
수확 및 기타 재배 관련 유지 관리는 모두 등록된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의 공구를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크로스로드 가든 창고를 제외한 가든 부지에 사용하지
않은 공구 및 재배 용품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크로스로드 이용자의 경우 크로스로드 가든 창고 규칙
23조 참조). 레이크 힐스 그린벨트 관리소 P-패치 가든에는 보관소가 없습니다. 모든 호스와 재배 용품
은 통로에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5.

이용자는 담당 부지를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코디네이터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6.

5월 15일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부지는 재배정 대상이 됩니다. 연속 4주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부
지는 재배정 대상이 됩니다.

7.

화학 제초제, 화학 살충제 및 화학 살균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기농법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주
시기 바랍니다.

8.

가든에는 페인트칠이나 착색을 할 수 없습니다. 비소 처리(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alkaline copper quaternary, ACQ) 또는 구리아졸화합물(copper azole, CBA) 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는 가든에서 사용하셔
도 됩니다.

9.

시 당국에서 관개용수를 제공합니다. 물 사용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사용을 항상 모니터링하셔
야 합니다. 통로에 남겨둘 수 없는 호스와 스프링클러 제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0. 가든용 쓰레기통은 가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잔디, 흙, 돌을 가든용 쓰레기통에 넣어서는 안 됩
니다.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가득 찬 쓰레기통을 주차장 연석 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1. 시 당국에서는 담당 가든 부지 밖에 재배 용품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버려졌거나 투기된 물품은 폐기되며, 규칙을 위반한 사람의 부지는 즉시 몰수됩니다.
12. 가든에서 자란 식물은 가든에 해를 끼치지 않는 가든에 적합한 식물이어야 합니다. 규제 물질이나 유해
한 잡초(워싱턴주 유해 잡초 목록에 명시된 대로)를 가든 부지에서 재배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감
염된 식물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타 이용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타인의 부지에 그늘을 만들거나 침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의 부지를 침범한 재배 용품은 이웃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4. 이용자는 자신의 담당 부지에서만 작물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가든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 당국
에서는 가든 농작물이나 제품의 손실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물 파손이나 도난을 목격하신
경우, 경찰이나 가든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 겨울 동안 재배를 중단할 예정이라면, 11월 1일까지 귀하의 부지의 월동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 한해살이 식물을 잘라내어 흙 속에 묻거나 가든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피복 작물, 짚, 삼베, 마 소재 그물 또는 유사 물품으로 담당 부지를 덮어두어야 합니다.
울타리, 말뚝, 기둥 등과 같은 미사용 물품은 재배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겨울 동안
부지를 덮는 용도로 플라스틱 시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사용 물품을 담당 부지에 보관하실 수 없
습니다. 쓰레기를 남기거나 재배를 실패한 경우, 또는 월동에 실패한 경우 갱신 권한을 잃게 됩니다.
16.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과 동행해야 하며 언제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17. 가든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18. 모든 형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19. 귀하가 다른 구체적 연락 방식을 요청하고 제공하지 않는 한, 가든 부지 갱신 알림은 매년 이메일을 통
해 부지 사용 비용을 완불한 이용자에게 전송됩니다.
20. 신규 가든 부지 배정은 대기자 명단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Bellevue 거주자와 처음으로 이용하
는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1.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부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22.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갱신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 서류 제출과 지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요청
을 마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원서 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크로스로드 이용자의 경우,
24. 요청 시 가든 창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인받은 보관 품목은 무동력 개인용 재배 공구(수레, 삽, 갈퀴,
호스, 장갑 등)로 제한됩니다. 비료, 모든 종류의 화학 물질, 민달팽이 미끼, 연료, 석유 제품, 식물성 비
료, 화분, 재배용 의류, 부츠 등은 크로스로드 가든 창고에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모든
개인용 공구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창고에 있
는 공구, 장비, 용품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든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개인 소지품은 이용자의 등록 기간 만료 후 다음 등록 연도의 1월 1일까지 시에서 폐기합니다. 창
고는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요청 시 등록과 지불을 마친 크로스로드 이용자에게 창고 열쇠나 비밀
번호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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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비 지원: King Conservation District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수단 요청에 대해서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미
리 425-452-6168 (음성)로 전화하거나 ADATitleVI@bellevuewa.gov로 이메일을 보
내 주십시오. 편의 수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City of Bellevue ADA/Title VI 관리자
(425-452-6168(음성) 또는 ADATitleVI@bellevuewa.gov)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청각 장애인
이거나 난청인 경우 711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미팅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