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는 노스웨스트(Northwest)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퓨젓사운드(Puget Sound)와 우리의 호수, 강, 개울은 식량,
운송 수단, 일자리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킹 카운티(King County)가 제공하는 청정수 서비스는 수질, 공중 보건,
우리의 환경을 수십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저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카운티의 노력을 이끌어 갈 폐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폐수 시스템,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지방 수로와 건강 보호에 관한
지역 토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정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질을 보호하는 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킹 카운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을 정화하여 자연으로 돌려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미처리 폐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퓨젓사운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폐수를 수송하고 처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 펌프, 탱크, 처리
시설 및 기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킹 카운티와 기타 지방 정부는 거리, 주차장, 기타 포장된 지면의
유출수에 포함된 공해 물질로부터 수질을 보호하는 우수 처리시설(stormwater facilities)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state) 기관들과 여러 지방 정부는 그 밖의 청정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지역은 수질 보호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입니다. 킹 카운티는 폐수 처리
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고 우수 관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지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로 인해
킹 카운티는 청정수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적시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수 계획(Clean Water Plan )'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방 수로와 미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킹 카운티의 역할에 관하여 지역 토론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또한 큰 비용이 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킹 카운티의 계획 및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한 미래의 방향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
•
•
•

50 년이 된 우리의 수로 파이프 시스템, 펌프, 처리 시설의 유지
더욱 복원력 있는 처리 시설 마련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폭우 중에 지방 물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미처리 하수 및 오염 우수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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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극단적인 날씨를 증가시키는 기후 변화
추가적인 폐수 처리 단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요구
사항
폐수에 포함된 자원의 회수(바이오 솔리드, 에너지, 재활용 물)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조치
수질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주민들은 매월 청구서를 통해 폐수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질
개선과 별도로, 요금, 수수료, 세금 등을 통해 그 밖의 중요한 지역
활동(교통, 도로, 우수(stormwater), 연어 복원, 저렴한 주택 등)의 자금
마련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지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종합적인 비용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정수 계획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계획은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공공
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 계획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알려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공정하며 포용적인 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참여를 가로 막는 장벽을 허물고, 오랫동안 수질
토론에 참여해 온 사람들과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수질,
경제, 사회, 건강과 관련해 최선의 성과를 실현하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향후 새로운 소식을 수신하기
위해 서명하려는 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www.kingcounty.gov/
cleanwaterplan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폭넓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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