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단수 대비 안내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맛있는

예정된 단수에 대비하기 위한 요령

Seattle 지역 식수 시스템의 물이 공급되려면 예정된 단수

단수 시행 전: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수는 사전

•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시애틀 공공 서비스(Seattle Public

요리에 필요한 물은 냄비에 채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두세요

Utilities, SPU)가 정기 점검 및 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

설거지를 위한 물은 양동이 두 개 정도에 채워 두세요

됩니다.

•

식수는 식수용 물통에 채워 두세요. 하루에 한 사람이

SPU 또는 기타 기관이 주관하는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
시,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일시적인 단수가 필요할

마실 물은 약 1갤런 정도로 가정합니다.
•

물을 내리세요. 변기 물을 내리는 데는 약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공사 중마다

1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2~3회의 단수가 매회 최대 12시간까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예정 단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수로 인해 여전히 고객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PU의 예정된 단수로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양동이로 물을 부어 변기

단수 기간:
•

수도꼭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상되는 상황:

단수 후 탁수 현상

1.

예정된 단수가 시행되기 최소 이틀 전에 집에 도어

단수로 인해 시의 식수 시스템에서 물의 방향이나 흐름이

행어가 배송됩니다. 도어 행어에는 단수 날짜, 시간,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수 지역이나 그 근처

기간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고객의 수도물에서 일시적으로 탁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탁수 현상은 단수 후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관 안쪽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SPU는 건물

부식과 침전물이 함께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2.

관리자에게 단수시행을 공지합니다. 가능한 경우

3.

SPU는 세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건물에 도어 행어를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몇 분간 찬물을 틀어 놓고 맑은 물이

걸어둘 것입니다. SPU가 건물의 개별 세대마다 도어

나오는지 여전히 탁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물이 맑아지지

행어를 걸어 둘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않는다면 1-2시간 동안 물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욕조나

SPU는 사업체 및 학교들과 논의하여 단수를 행하기에

샤워실에 몇 분 동안 차가운 물을 틀고 흘려 보냅니다. 집이

최적의 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 야간 또는

가장 끝에 위치해 있는 경우 맑은 물이 나오는 데 시간이 더

사업체나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에 단수 및 관련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탁수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SPU의

작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운영 응답 센터 에 전화 (206) 386-1800번으로 문의하세요.
찬물에 탁수 현상이 있는 경우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탁수가 온수 탱크에 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옷을 세탁 중이라면 물이 꽉 찼을 때 작동을
멈추고 세탁을 끝낼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세탁기의 물을 비우고 탈수를
시작하면 빨랫감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을 수 있습니다

www.seattle.gov/utilities/neighborhood-projects/water-outages/planning-for-out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