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주민을  
위한 가이드

밸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많아 “공원 도시”
로 알려진 밸뷰시는 워싱턴주에서 5번째 큰 도시입니다. 벨뷰시는 
또한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첨단 기술 및 상업을 중심으로 한 
눈부신 고층 빌딩 숲과 다양하게 구성된 약 140,000명의 인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벨뷰시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주요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벨뷰 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ellevuewa.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밸뷰 공공서비스(Bellevue Utilitie)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여기에는 하수 처리 및 우수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Republic Services)
에 등록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bellevuewa.gov/utilities-service

 학교

자녀의 학군 및 학교를 결정하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밸뷰 학군에 
속합니다.  https://bellevuewa.gov/public-schools 

 반려 동물 등록

반려 동물 등록은 8주 이상 된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https://bellevuewa.gov/pet-licenses

 참여

밸뷰 시는 주민들이 시와 지역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s://bellevuewa.gov/volunteering 

 밸뷰 시내 이동

시내에서 이동하는 최적의 경로에 대한 지도, 교통 카메라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transportation.bellevuewa.gov/traffic-conditions

 전화번호

여러 언어로 번역된 "밸뷰 주요 전화번호(Bellevue By The 
Numbers)"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기타 조직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https://bellevuewa.gov/bellevue-by-the-numbers



 공원 및 산책로

다운타운 파크(Downtown Park), 켈지 크릭 팜(Kelsey Creek 
Farm), 밸뷰 식물원(Bellevue Botanical Garden)을 포함해 
2,700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이 있어 야외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parks.bellevuewa.gov/parks-and-trails

 시 뉴스

시 통신국(Communications Office)은 온라인 보도 자료,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및 비디오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https://bellevuewa.gov/newsroom

 도서관

킹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King County Library System)에는 
Crossroads Library Connection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이 
다운타운, 이스트게이트(Eastgate), 레이크힐스(Lake Hills) 
지역에 있습니다. https://kcls.org

 최신 소식 확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웹 포털인 MyBellevue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고 시 뉴스, 이벤트 및 작업을 확인하십시오.
https://bellevuewa.gov/mybellevue

 투표 등록

주무 장관을 통해 투표 등록하십시오. https://wei.sos.wa.gov/
agency/osos/en/voters/Pages/register_to_vote.aspx

 차량 등록

주 정부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에서 차량을 
등록하거나 워싱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십시오. 
http://www.dol.wa.gov/driverslicense/moving.html

 경보 등록

가정과 기업의 경찰 신고용 경보는 공공 안전 공사(Public 
Safety Corporation)를 통해 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https://
crywolfservices.com/bellevuewa

 커뮤니티 센터

밸뷰시의 5개 커뮤니티 센터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https://parks.bellevuewa.gov/
community-centers

 경찰 및 소방서

범죄 및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https://police.bellevuewa.gov 또는 https://
fire.bellevuewa.gov를 참조하십시오.

 근린 지역

벨뷰의 지역과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s://bellevuewa.gov/neighborhoods 

 시 정부

도시 관리자는 매일의 작업을 감독합니다. 정책 방향은 선출된 시 
위원회에서 주민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참조하여 제시합니다. 14
개 부서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bellevuewa.gov/
city-government

 놀이

수영, 연극, 미술 강좌, 골프, 청소년 및 성인 스포츠, 베리 따기와 
같이 여러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bellevuewa.gov/things-t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