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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시의 

주요 전화번호
동물 & 애완동물

동물 관리 206-296-7387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시애틀/ 
킹 카운티

425-641-0080

켄트 보호소 206-296-3936

킹 카운티 애완동물 면허 206-296-2712

애완동물 분실신고 206-296-3936

예술, 문화 및 이벤트
벨뷰 미술관 425-519-0770

벨뷰 미술관 전시회 425-519-0770

*벨뷰 청소년 극장 425-452-7155

*벨뷰시 특별 이벤트 425-452-4278

이스트사이드 문화유산 전시 센 425-450-1049

메이딘바우어 컨벤션 센터 & 극장 425-637-1020

*노스웨스트 예술 센터 425-452-4106

벨뷰시 정부
*벨뷰 시청-서비스 우선 425-452-6800

*이사회 & 위원회 425-452-6806

*시 서기관 사무소 425-452-6806

*시의회 425-452-7810

*도시 관리자 사무소 425-452-7228

*크로스로즈 간이 시청 425-452-2800

*공문서 요청 425-452-7914

비즈니스 & 상업
벨뷰 상공회의소 425-454-2464

벨뷰 다운타운 연합 425-453-1223

*경제 개발 사무소-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425-45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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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어린이 & 청소년
벨뷰 보이&걸 클럽 425-454-6162

벨뷰 가족 YMCA 425-746-9900

아동 보호 지원 206-329-1011

*가족,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425-452-2846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청소년 센터 425-429-3203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425-844-9669 

이스트사이드 청소년 서비스 425-747-4937

*유스 링크(Youth Link) 425-452-5254

*청소년 스포츠 & 활동 센터 425-452-6885

갈등 해결
*갈등 해결 코칭, 조정, 중재, 촉진, 훈련 425-452-4091

임대인/임차인 문제–  
기록에 한함 

800-692-5082

환경 보호
*중요 지역(토지 사용 검토) 425-452-4188

*식수 품질 425-452-7840

*천연 자원–자연 지역, 가로수, 산책로 425-452-6855

*재활용 일반 정보-  
물보전

425-452-6932

*강 보호 팀 프로그램 425-452-5200

소비자 보호 문제
법무 장관(주 내 콜센터) 800-551-4636

고객센터–24시간 녹음전용 800-692-5082

거래 개선 협회–웨스턴 WA 206-43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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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법률 서비스

KC 지방 법원–보호관찰, 소액 사건, 변상, 여권:

벨뷰 법원 (Bellevue Courthouse) 
1309 114th Ave. SE

206-205-9200

머서 아일랜드 법원  
(Mercer Island Courthouse) 
9611 SE 36th St. 

206-236-3451   

이스트사이드 법률 보조 프로그램 425-747-7274

NW 법조 협회-저소득자 대상 206-464-1519

교육
벨뷰 대학 425-564-1000

벨뷰 학군 425-456-4000

호프링크–벨뷰 425-943-7555

이스트사이드 리더십 425-736-2800

응급 시(24시간)
위기 신고-  
정신적인 지원 & 의뢰

206-461-3222

TTY 이용 시 206-461-3219

화재, 의료, 경찰 응급 시 911

*오염 물질 신고 425-452-7840

워싱턴 독극물 센터(24시간) 800-222-1222

고용
벨뷰 대학 직업 센터 425-564-2279

*벨뷰 경찰 직업 안내 425-452-4273

유대인 가족 서비스 
(다인종 센터)

425-643-2221

구직- 직업 찾기, 실업 425-86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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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의료 센터
미국 적십자 206-323-2345

사회 & 보건 서비스국 877-501-2233

이스트게이트 보건소 206-477-8000

다국적 커뮤티티 건강 서비스(ICHS)  
의료:     월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화~금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30 
분~오후 5시 30분  

치과:     월~토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425-373-3000

로토케어(Rotocare)(무료 클리닉),  
토요일 한정

425-828-4304

워싱턴 독극물 센터(24시간) 800-222-1222

전화 상담
알코올 & 약물 전화 상담(24시간) 206-722-3700

장애인 연대 425-558-0993

벨뷰 경찰서 425-577-5656

지역 정보 전화 
(24시간)– 211

206-461-3200 

위기 신고(24시간) 866-427-4747

하버뷰 의료 센터-성폭력 & 외상 스트레스
(24시간)

206-744-1600

라이프와이어(Lifewire)–가정폭력(24시간) 
425-746-1940 

또는  
800-827-8840

*경찰 기록 
425-452-6917 

또는  
877-881-273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24시간) 888-998-6423

청소년 링크(Teen Link) 위기 신고,  
청소년 직원(오후 6~10시) 

206-461-4922 
또는  

866-833-6546

워싱턴 회복 도움 상담 866-78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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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에버그린 TTY 이용 시 425-899-2007 425-899-1000

오버레이크 응급실:   
TTY 이용 시 425-637-0617

425-688-5000

주거
ARCH-저소득층 지원-중위 소득 425-861-3676

*주거 수리 프로그램 425-452-4069

*주거 법규 신고 425-452-4570

KCHA–섹션 8 206-214-1300

킹 카운티 주택 당국 206-574-1100

인적 서비스
*벨뷰 인적 서비스 425-452-6884

벨뷰 라이프스프링(Lifespring) 425-451-1175

가톨릭 커뮤니티 서비스 206-323-6336

지역 정보 전화 211 206-461-3200 

사회 & 보건 서비스국 877-501-2233

호프링크(Hopelink)–벨뷰 & 푸드뱅크 425-943-7555

푸드뱅크 갱신 425-736-8132

*구세군 & 크로스로즈  식사 프로그램 425-452-7300

빈첸시오아바오로회 206-767-6449

이민자 & 난민 지원
시민권 & 이민 서비스(USCIS) 800-375-5283

*크로스로즈 간이 시청 425-452-2800

*다문화 지원 425-452-7886

영어 언어 지원–벨뷰 대학 425-564-2171

호프링크–벨뷰 425-943-7555

유대인 가족 서비스 
(다인종 센터)

425-643-2221

MAPS- 
이슬람 지역 지원 센터 

425-861-9555

적십자 언어 은행 206-72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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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위탁
*벨뷰 시청 425-452-6800

상공회의소 425-454-2464

*크로스로즈 간이 시청 425-452-2800

킹 카운티 206-296-0100

도서관
벨뷰 지역 425-450-1760

크로스로즈 425-747-3350

레이크힐스 425-747-3350

뉴포트 웨이 425-747-2390

면허
벨-레드 오토-자동차/보트 일람, 등록& 장애
인 주차 경고표지

425-747-0444 

*벨뷰시 사업허가증 425-452-6851

워싱턴주 면허국 425-649-4281

이웃 프로그램
*동네 지킴이—경찰 서장 구역:

북부 구역 425-452-4347

남부 구역 425-452-7921

서부 구역 425-452-6055

*법규 준수- 소란, 항의 425-452-4570

*이웃 봉사: 425-452-6836

정보, 자원, 지역 연락책

조직 & 개선

계절별 프로그램, 교실, 이벤트

*지역 교통안전 서비스:

교통 관리 & 도로 안전 정비 425-452-4560

거주자 주차 425-452-6457

도로 사용-통행권 425-452-4189

WSDOT 정보 360-7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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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령자 네트워크 425-452-4470

*노스 벨뷰 지역사회 센터 425-452-7681

건강한 세대:

진로 정보 & 지원 206-448-3110

고령자 권리 지원 
(고령자 치료 클리닉)

206-448-5720

자원봉사 교통 수단 206-448-5740

*유틸리티 요금 & 세금감면–  
저소득 고령자 & 저소득 영구 장애인

425-452-5285

공원 & 커뮤니티 서비스
*일반 공원 정보–  
활동, 강의, 등록

425-452-6885

*수상 센터 425-452-4444

*가족,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425-452-2834 

*켈시 크릭 농장 425-452-7688

*공무 관리소 425-452-6993

*공원 예약 사무소–  
운동장, 피크닉 부지 

425-452-6914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s): 

크로스로즈(Crossroads)–  
16000 NE 10th Street

425-452-4874

하이랜드(Highland)–  
14224 Bel-Red Road

425-452-7686

노스 벨뷰(North Bellevue)–  
4063 148 Avenue NE

425-452-7681

NW 예술 센터(NW Arts Center)—  
9825 NE 24th Street

425-452-4106

사우스 벨뷰(South Bellevue)—  
14509 SE Newport Way

425-452-4240

기타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벨뷰 보이&걸 클럽 
(Bellevue Boys & Girls Club)

425-454-6162

 벨뷰 가족 YMCA 
(Bellevue Family YMCA)

425-746-9900

 킹 카운티 공원(King County Parks) 206-296-4232

 *노스웨스트 예술 센터 
  (Northwest Arts Center)

425-452-4106

 *스케이트 공원(Skate Park) 425-45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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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구역
*벨뷰 경찰 기록 425-452-6917

*건축 법규 검토 정보 425-452-4121

*건축부서  개발 서비스 425-452-4570

*철거 & 정지 425-452-2019

*개발 서비스 425-452-6800

주차 허가–  
장애인

425-747-0444

*검사 & 상태 신고 425-452-6875

*토지 사용/구역지정 425-452-4188

 건설 소음

 가내 영업

 소리 증폭

*허가 센터 425-452-4898

*거주자 주차 425-452-6457

*통행권 부서–  
특별 행사

425-452-4189

*교통 부서–  
일반 정보

425-452-4236

*유틸리티 허가 및 검토 사무실 425-452-4187

우체국
크로스로즈 425-401-0892

다운타운 벨뷰 425-453-5655

대중교통
액세스 라이드(Access Ride) 상담-  
고령자 & 장애인

206-205-5000

지하철 206-553-3000

스노호미시 지역 교통 425-353-7433

안전한 교통 888-889-6368

워싱턴 페리 888-808-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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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화재 응급 911

*일반 정보 & 화재 예방 425-452-6872

*커뮤니티 연락처 425-452-6995

*화재 예방 교육 425-452-7881

*응급상황 대비 425-452-6807

*EMS 업무 상담 425-452-6892

경찰 비상 상황 911

*동네 지킴이—경찰 서장 구역:

북부 구역 425-452-4347

남부 구역 425-452-7921

서부 구역 425-452-6055

비-응급(NORCOM) (24시간) 425-577-5656

*경찰 기록 425-452-6917

교통/주차 강화 425-577-5656

*직업 425-452-4273

재활용, 쓰레기 수거 & 처리
위험물 처리:

 영업소 206-263-8899

 주거지 206-296-4692

*재활용 일반 정보-  
물보전

425-452-6932

리퍼블릭 서비스-  
쓰레기, 재활용 & 오가닉 

425-646-2492

킹 카운티 고체 쓰레기 206-477-4466

팩토리아 쓰레기 집하장-  
가정 내 쓰레기

206-296-4692

도로 & 교통
*교통 관리 & 도로 안전 정비 425-452-4560

가로등-퓨짓 사운드 에너지 425-455-5120

*신호등 425-452-6950

*유틸리티 유지보수-  
배수, 빗물, 하수

425-452-7840

*교통 부서 정보 425-452-6856

워싱턴주 교통국 206-44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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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벨뷰 세무서 425-452-6851

킹 카운티 세무서 206-296-7300

사회보장국 사무소 800-772-1213

*저소득자를 위한 유틸리티 세금 환급  
  프로그램

425-452-5285

유틸리티, 벨뷰 시
*유지보수(24시간) 425-452-7840

하수, 폐수, 식수 품질,

계량, 불법 배출, 빗물 배수 & 방류

*청구 & 고객 센터 425-452-6973

*유틸리티 요금 감면 프로그램-  
  저소득  고령자 & 저소득 영구 장애인

425-452-5285

유틸리티, 사기업
센츄리 링크 800-244-1111

컴캐스트 800-266-2278

퓨짓 사운드 에너지 425-455-5120

버라이즌 800-483-4100

봉사 활동
 *벨뷰 청소년 극장 425-452-7155

 *식물원 425-452-2750

 *크로스로즈 간이 시청 425-452-2800

 *다문화 지원 425-452-7886

 *응급상황 대비 425-452-6807

 *이웃 중재 프로그램 425-452-4091

 *공원 & 커뮤니티 서비스 425-452-6885

 *경찰서 425-452-6017

 *보호 관찰 425-452-6956

 *스케이트 공원(Skate Park) 425-452-2722

 *토요일 관리인 425-452-4195

 *강 보호팀 425-45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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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계속)
 *워터와이즈 데모 가든 425-452-4127

 *유스 링크(Youth Link) 425-452-5254

킹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위탁) 206-461-3700

유권자 정보
킹 카운티 선거- 정보 & 등록 206-296-8683

여성 투표인 연대 206-329-4848

거주자 & 방문자 환영 센터:
*벨뷰 시청
  450 110th Avenue NE

425-452-6800

*벨뷰 소방서(행정) 425-452-6892

 #1—766 Bellevue Way SE

 #2—2802 148th Avenue SE

 #3—16100 NE 8th Street

 #4—4216 Factoria Boulevard SE

 #5—9621 NE 24th Street

 #6—1850 132nd Avenue NE

 #7—11900 SE 8th Street

 #8—5701 Lakemont Boulevard SE

 #9—12412 SE 69th Way

*벨뷰 커뮤니티 경찰서:

 크로스로즈- 15600 NE 8th Street 425-452-2891

 팩토리아-팩토리아 몰 내부 425-452-2880

 3903 128th Avenue SE

*벨뷰 지역사회 센터(Bellevue Community Centers):

크로스로즈(Crossroads)–  
16000 NE 10th Street

425-452-4874

하이랜드(Highland)—  
14224 Bel-Red Road

425-452-7686

노스 벨뷰(North Bellevue)—  
4063 148th Avenue NE

425-452-7681

사우스 벨뷰(South Bellevue)—  
14509 SE Newport Way

425-45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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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시 웹사이트:   
www.bellevuewa.gov

 (더 많은 전화번호, 커뮤니티 정보 & 직원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벨뷰시 우편 주소:  
(벨뷰시의 모든 비즈니스 & 사무실)

 P.O. Box 90012
 Bellevue, WA 98009-9012

표지: Big Picture Photography

벨뷰시의 모든 서비스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벨뷰시의 서비스에 중국어 지원이 필요하시면, 광둥어는 844-537-
0364번으로, 북어는 844-590-894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벨뷰시의 서비스가 아닌 경우, 외국어 전화 상담이나 현장에서 또는 
예약을 통한 통역 직원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언어 지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통역 지원을 위하여 영어 사용자를 함께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844-537-0365



벨뷰시의 모든 서비스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www.bellevuewa.gov

mc
26
53
Ab
_1
1.1
7.i
nd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