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ttle, Everett and Tacoma are asking 
customers to voluntarily reduce water use 
by 10 perc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help manage water supplies for people and 
fish during this unprecedented hot and dry 
weather and higher-than-normal water use. 
Here are some great tips to help you achieve 
that 10% reducti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savingwa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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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화초에 물 주기를
 주 2회로 제한한다.

물 주는 시간을 오전 8
시 이전(가장 좋음) 또는 
오후 7시 이후로 한다.

샤워 시간을 줄인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가득 차야 돌린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물을 제공한다.

Free interpretation available. (206) 684-3000
무료 통역 가능. 문의: (206) 684-3000

Please consider doing the following: 
Outdoors Tips
• Let your lawn go dormant and limit plant watering 

to twice a week.
•	Water plants before 8am (best) or after 7pm.
•	Wash your vehicle(s) at locations that recycle  

the water.
• Do only essential pressure washing.
• Minimize refilling swimming pools and hot tubs.
• Turn off water features.
• Fall is the best time for planting.
More Outdoor Tips click below  
www.savingwater.org/LawnGarden/index.htm

Indoors Residential Tips
• Reduce your showering time.
•	Check for and fix leaks.
•	Wash only full loads of laundry and dishes. 
•	Turn off the tap while brushing your teeth or 

shaving. 
•	Don’t pre-rinse dishes. 
•	If purchasing fixtures/equipment, choose water- 

efficient models.
More Indoor Residential Tips click below  
www.savingwater.org/Indoors/index.htm 

Indoors Businesses Tips
• Encourage reduced showering times at your 

facilities.
• Serve water only on request.
• Check for and fix leaks. 
• Wash only full loads of laundry and dishes. 
• Provide new towels only on request.
• Check cooling towers for overflow and excessive 

blowdown.
• If purchasing fixtures/equipment, choose water- 

efficient models. 
More Indoor Business Tips click below  
www.savingwater.org/Businesses/index.htm

시애틀, 에버렛, 타코마에서는 고객들께 수도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10퍼센트 감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례 없는 고온 건조한 
날씨를 맞아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가운데, 저희는 시민들과 천연어류에 대한 물 
공급 관리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10퍼센트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vingwater.org 를 방문하세요. 

다음과 같은 절수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절수 방법
• 잔디가 휴면 상태로 들어가도록 두고 화단/화초에 

물 주기를 주 2회로 제한한다.
• 물 주는 시간을 오전 8시 이전(가장 좋음) 또는 오후 

7시 이후로 한다.
• 재생 수돗물을 쓰는 세차장을 이용한다.
• 고압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수영장과 온수욕조의 물 갈아주기를 최소화한다.
• 인공폭포, 연못, 수로 등 물을 이용하는 정원 

장식물의 사용을  중단한다.
• 가을이 화초 심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다.
야외 절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www.savingwater.org/LawnGarden/index.htm

실내 절수 방법: 가정용
• 샤워 시간을 줄인다.
•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친다.
•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가득 차야 돌린다. 
• 양치 또는 면도 시 세면대의 물을 틀어놓지 않는다. 
• 식기세척기를 돌리기 전에 접시를 미리 씻지 않 

는다. 
•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구입 시, 절수형 모델을 

선택한다.
가정용 실내 절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
세요.  
www.savingwater.org/Indoors/index.htm 

실내 절수 방법: 사업체용
• 사업장에서의 샤워 시간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물을 제공한다.
•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친다. 
•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가득 차야 돌린다. 
•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새 수건을 공급한다.
• 순환수 누출 및 배출수 과다 여부 확인을 위해 

냉각탑을 점검한다.
•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구입 시, 절수형 모델을 

선택한다. 
사업체용 실내 절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세요.  
www.savingwater.org/Businesses/index.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