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관리는 당신에
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인 집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정화조는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몇 십년 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화조 점검은 문제를 빨리 파악해 해결할 수
있고 2만 불 가량의 수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화조 점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공인
정화조 점검기사 리스트를 확인하고 연락하십시오:
www.kingcounty.gov/oss

*

정화조 수리나 교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크래프트3

킹카운티 주택 프로그램
USDA

지방 주택 서비스 프로그램

영어만 가능합니다.

대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6-477-4800 또는 TTY:711로 연락하십시오.

이프로젝트는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과 워싱턴 주
보건국의 협정 PC-01J18001 으로 진행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환경보호청의 식견이 나 정책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표명
또는 상업용 제품에 대한 언급이 사용에 대한 보증 또는 권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여러분의 집

정화조를 필요시 혹은 정화조 종류에 따라 1년에서 3년
마다 점검하십시오.
공인된 정화조 펌프기사를 고용하십시오.
점검 시 정화조 뚜껑이 접근가능하도록 하시고 평상시에
는 꼭 닫아놓으십시오.
물 절약을 실천하세요.
수도꼭지나 변기에 물이 샌다면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빨래는 몰아서 하지 마시고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피하십시오.
식기세척기와 세탁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물빠짐에
악영향을 주므로 삼가십시오.

변기에 함부로 다른 것을
넣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과 휴지 이외에
다른 것을 넣지 마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요리 후 남는 기름은 캔에 모은 후 굳혀서
일반쓰레기로 버리시고 싱크대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연친화적이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제품을 쓰시고 독성있는 화학용품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수지

지붕과 연결된 하관이 직접적으로 배수지와
연결되어 물을 흘려보내게 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얕은 식물들을 심고, 큰 나무는 피하십시오.
배수지 위에 주차를 하면 하중에 의해 배수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화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집의 정화조 정보가 그려진 지도를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kingcounty.gov/asbuilt
.

영어만 가능합니다.

*

정화조 탱크와 배수지의 위치를 찾는 데 이 시
스템을 이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몫을 해 주셔서 미래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배수지

분배 박스

정화조

토양
정화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하수

무료로 기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곳으로 연락하십시오:

환경보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