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니다
빗물 배수관의 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 하천, 호수, 그리고
습지대로 흘러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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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부품용기 또는 기타 용기로부터 액체가
빗물 배수관에 흘러들지 않게 하십시오. 적절한 2차
저장용기를 이용하십시오.

싱크, 변기, 실내
배수관의 폐수는 퓨젯
사운드로 방출되기
전에 하수 처리시설에
모아 처리됩니다.

지역

하천은
여기서

•	자동차는 모든 세척수가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시설에서 세차하십시오. 현장에서 세차할 때는
세척수가 자갈이나 잔디 지역으로 배수되도록
하십시오.

수신:

들어가야

•	빗물 하수관에는 절대로 더러운 물, 기름, 페인트,
화학약품 유출, 자동차 관련 액체 또는 비눗물
(생분해성 비누도 오염을 일으킵니다)을 붓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시작됩니다

벨뷰시 공공사업국
450 110th Ave. NE
P.O. Box 90012
Bellevue, WA 9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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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배수관에는

귀하의 행동이 빗물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염문제 해결에
동참하십시오.

Korean

물 오염을 방지하려면, 폐기물의
적절한 재활용 또는 폐기가
필요합니다. 라벨을 읽으십시오!
페인터:
브러시는 야외에서 세척에서는 안되며 싱크에서만
세척하십시오. 페인트, 신너, 기타 화학약품은 반드시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페인트 쓰레기를 빗물
배수관 근처에 버리지 마십시오. 사업 폐기물 연락번호
206-263-8899에 전화해 적절한 폐기 정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동차 샵, 자동차 부품 공급업자, 자동차 딜러:
자동차와 장비 세척수는 빗물 배수관이 아닌, 하수구에
연결된 배수관으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사용한 엔진
오일, 오일 필터, 부동액, 휘발유, 기타 액체는 적절히
재활용하거나 폐기하십시오. 유출과 새는 물질은
즉시 건조 흡수제를 이용하여 닦으십시오. 그리고
쓸어내어 적절히 폐기하십시오. 유출 방지를 위해 2차
저장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카펫 클리너:
더러운 비눗물은 오수거에 연결된 싱크, 변기 또는 다른
배수관에 폐기하고 절대 길가나, 홈통, 주차장, 빗물
배수관에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천과 호수를 깨끗하게
지킵시다
벨뷰 24시간 위반 신고
핫라인 - 425-452-7840

식당, 식료품점:
걸레를 빠는데 사용한 물은 그리스 트랩에 연결된
유틸리티 싱크에 폐기하고 바깥에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이 빗물 배수관으로 새고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주방기구나 바닥 매트를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헹구거나 닦지 마십시오. 지방, 기름, 그리스를
적절히 폐기하십시오. 소량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 보호: 빗물 배수관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삼가하여 작장 동료들과 지역사회를 독극물과 기타
오염물질에의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연어와 기타 야생동물들이
우리 지역의 하천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비누(생분해
비누 포함), 기름, 세척제 및 기타 많은 폐기물들은
어류와 야생동물에 유독합니다.

적절한 관리방법은 다음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www.bellevuewa.gov/grease_control.htm

오염 예방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벨뷰 공공사업국 (Bellevue Utilities) –
425-452-6932 또는 www.bellevuewa.gov/
preventing_water_pollution.htm
사업 폐기물 전화 - 올바른 위험 사업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206-263-8899 또는 www.govlink.org/
hazwaste/business/index.cfm

지역 위험 폐기물 관리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 –
206-263-8899 또는
www.govlink.org/hazwaste/business/financial.html
사업체들의 적절한 위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준수: 연방, 주, 시 법률은 빗물 배수관 시스템,
호수, 하천, 습지대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의 방출을
금지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벨뷰시는 이러한
법령의 준수를 주로 공공 교육과 자발적 시정조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배수관이나 수역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은 하루 $500 이상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벨뷰 빗물 및 수역 공공 법령 24.06.125호는 빗물,
지표수 오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벨뷰 시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관련 법령 위반
책임을 크게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또한
귀하의 소유지에 있는 빗물 배수관에 "오염 금지,
하천으로 흘러들어감(Don’t Pollute, Drains To
Stream)"이라는 표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벨뷰시
공공사업국에 전화 425-452-6932번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유의사항:
•	해당 법령 위반시 하루 $500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오염위반자는 클린업 비용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킹 카운티의 지역 위험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과 협찬으로 발행.
이 정보는 전화 425-452-6800(음성) 또는 711(TTY 릴레이)로
요청하여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