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벨뷰시는 20년 배수 분지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우리 미래’로 알려진 계획안은 사람과 야생 동물을 위해 하천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권고할 것입니다.

더 건강한 하천을 계획하도록 도와주세요
벨뷰는 지난 150년간 숲과 농지에서 번화한 도시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번성하는 지역 사회의 성장은 우리의 수로와
이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어류와 야생동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배수 분지는 강, 호수,
습지와 같은 곳으로 물이
빠지는 땅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배수 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더 많은 오염물질이 우수에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우수는 지붕, 포장된 도로, 고속도로와 주차장 같은
딱딱한 지면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입니다. 이 표면에 비가
내리면 비료, 비누, 기름 및 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을
수집합니다. 이 오염된 우수는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 호수, 습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표면은 물을 여과하고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수가 딱딱한 표면에서 하천으로 너무
많이 유입되면, 우수가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강둑을 침식하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배수 분지에서 발생하는 일은 사마미쉬 호수와
워싱턴 호수, 궁극적으로는 퓨젯 사운드의
수질과 서식지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획안은 어떤 조치를 권장합니까?

배수 분지 관리 계획은 네 개 범주에서 시를 위한 조치를 권장합니다.
프로젝트, 도시 내 도로에서 유출된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우수 유출 통제 및 처리와 같은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하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벽을 제거하여
물고기가 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정책 또는 규제, 개발자 또는 주택 소유자가 유출된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관리 강화, 거리를 더 청소하여 오염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현재와 미래의 하천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벨뷰에는 연어와 다른
종류의 어류와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80마일 이상의
하천이 있습니다.

벨뷰 웹사이트 방문:
EngagingBellevue.com/watershed-management

영상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계획 수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8월 30일까지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더
건강한 하천을 만드는 계획에 동참해 주세요.

향후 행해질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메일 업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다음 진행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 2021년 여름: 계획에 대해 알아보시고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2022년 여름: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시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연락처

watershedplan@bellevuewa.gov

대체 형식, 통역사 또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은 최소 48시간 전에 425-452-5215
(음성)로 전화하거나 jguthrie@bellevuewa.gov 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편의에 대한 불만 사항은 벨뷰시의 장애인법/ 민권법 제6장 담당 관리자에게
425-452-6168 (음성)로 문의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회의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