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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건조한 여름에 물 공급은 부족합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워터와이즈를 실천하세요

•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자제하시고 현재 
발효된 제한 규정에 따르세요.

• 낙엽과 나무 껍질 및 뿌리 덮개를 활용하여 
나무와 관목의 수분을 유지하세요.

• 채소밭은 아침에 물을 주시되 손으로 직접 
뿌리 근처에 주도록 하세요.

• 세차는 안전 목적으로만 하시고 (유리창 및 
헤드라이트) 양동이를 꼭 사용하세요.

• 드라이브웨이나 데크는 호스 물청소 대신 
빗자루로 청소해 주세요.

• 호스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만 
물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 이번 여름은 먼지가 좀 있더라도 그냥 꾹 참아 
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metrovancouver.org를 방문해 주세요. 
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같이해요 #워터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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