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흘려 버린 뒤에 어려운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것들은 변기에 내려 버리지 마십시오.
겉 포장에 변기에 버릴 수 있다(flushable)고 써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실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회용 및/ 또는 수세식으로
판매되는 많은 품목은 화장실용 휴지처럼 열화 되지 않으며 파이프
막힘, 엉킴 펌프를 감아 거리, 회사 및 가정에 지저분한 하수구 백업을
유발합니다.
우리 일상의 하수관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만 처리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의 제품들을 폐기하기 위해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하수관 적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 하수구를 집까지 연결하는
배수구는 물, 화장지 및 인분 폐기물만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설계되었습니다. 하수관은 보통 4 인치 미만의 넓이입니다.
변기에 내려 버리면 안 되는 것들
• 기저귀-천, 일회용, 수세식 물품(flushable)
• 얼굴용 티슈
• 아기용 물 티슈, 살균용 물 티슈, 일반 물 티슈 등
• 변기 청소용 패드
• 청소용 부직포 (swiffers)
• 냅킨-종이 또는 천, 종이 타월
• 치실
• 달걀 껍질, 견과류 껍질, 커피 찌꺼기
• 지방, 기름 및 기타 유류
• 씨앗과 껍질이 벗겨진 식품
• 머리카락
• 생리대, 탐폰, 콘돔 또는 비 유기 물질
• 비타민, 의약품 또는 기타 의약품
• 천, 수건, 헝겊 (모든 천 항목)
• 의류
• 모든 종류의 얇은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제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변기에 버려도 좋다는 (flushable) 품목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재사용 가능한 스폰지나 걸레로
청소하십시오.

•시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합니다.
•사용한 모터 오일, 부동액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을 가정용 유해 폐기물 시설 ( 피어스 카운티
주민에게는 무료), 3510 South Mullen Street 에서 폐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253) 591-5418 에 문의하십시오.
•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변기에 내려 보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화장지와 인분 폐기물 만입니다. 변기에 내려 보내도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253) 5915588 로 문의하십시오.

물 티슈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용 휴지가 아닌 "물 티슈"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변기가 아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변기에 버릴 수 있는 (flushable) 물 티슈"라고 포장에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장실 휴지처럼 분해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며, 이러한 품목으로 인해 귀하의 집이나 이웃 집, 지역 사업장 또는 거리에까지 불결한
하수도 역류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염려될 경우 잘 맞는 뚜껑이나, 아기 기저기
처리용기(diaper genie)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애완 동물 쓰레기 봉투 혹은 플라스틱 비닐
봉지에 물 티슈 종류를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세 가능성 (Fusibility) 테스트
두 그릇의 물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화장실용 휴지를 한 쪽에 넣고 문제가 될 만한 물품을 다른
곳에 넣으십시오. 물속에서 두 품목 모두 물속에 휘저어 두십시오. 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휘저으십시오. 화장실용 화장지가 그쯤에 크게 분해 된 반면, 다른 품목 (예: 얼굴용 티슈, 물 티슈,
냅킨 등)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용 화장지 속도로 물품이 물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한, 그것은 변기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 가정의 하수관
파이프가 막히거나 정화조가 막히고 다른 가정과 사업체들까지 하수관 역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막힌 경우 어떻게 합니까?
파이프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판단하고 도움이 될 만한 문제 해결 요령을 읽으십시오.
시에서는 도시의 파이프를 청소할 책임이 있으며 종종 막힘 현상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는 귀하의 집에서 도시 하수 본선까지 연결되는 개인 측면 하수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3) 591-5585 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