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개시, 정지, 이사하실 분 (전화접수 가능)
・소유자 등 변경할 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수도 사용시
수도 밸브를 완전히 다 열고 수도꼭지 손잡이로 수량을 조절하십시오.
　※수도 밸브 위치나 조작방법 등은 건물주 혹은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결방지를 위하여
겨울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도 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십시오.
(이 조작으로 수도꼭지에서 공기를 흡수하여 관 속의 물을 배출합니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수도 밸브 조작이 불완전하면 배수구에서 누수가 되어 고액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도 밸브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잠가주십시오.

・신축 가옥, 아파트 등에 입주할 시 급유기의 배수밸브가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 꼭 잠그고 사용하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기에 물이 흐를 때(물이 넘칠 때)
・배수관 등에서 물이 샐 때

  각 가정에 배수관과 연결하고 있는 급수관이나 수도꼭지 등의 급수장치는 사용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계량기 제외) 따라서 급수장치는 사용자 본인이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수도는 사용자 본인이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부에서 공지합니다. 수도 사용 전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수도 사용자는

관리과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 밸브 조작은 정확하게

 급탕기(보일러, 가스 온수 가열기, 온수기) 사용 전

 다음 경우에는 지정 공사업자에게 연락해 수리하십시오.

양양

누누얼었

고

수도 밸브는 완전히 잠겼지만, 
수도꼭지가 잠겨 있어 수도관 물이
빠지지 않고 얼고 만 경우

수도 밸브의 개폐가 불완전하고 또
수도꼭지가 잠겨있어 땅속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수도 밸브의 개폐가 불완전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패킹이 고장나 물을 막지 못하여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땅수도 밸브를 완전히 잠그고수도 밸브를 완전히 열고 사용한다.



○계좌이체로 납부
검침일의 익월 5일(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대체일이므로 전날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납입통지서로 납부
월말까지 납입통지서를 우송하오니 익월 10일의 납입기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납입장소
시청출납창구, 아오모리은행 지점, 미치노쿠은행 시내 각 지점, 아오이모리 신용금고 시내 각 지점
아오모리신용조합 도와다지점, 도호쿠노동금고 도와다지점, 도와다오이라세 농업협동조합 시내 각지점
각 편의점  (상세한 내용은 납입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 된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로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재촉장이 송부됩니다. 그때 재촉 수수료 100엔이 가산됩니다.
또한, 계좌이체는 재촉장의 납입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익월에만 재차로 계좌이체가 진행되오니
계좌에 입금해 주십시오.

수도 요금 등의 납부는 편리한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신규가입】
１．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우초은행 및 우체국

　②　①이외의 도와다시내 각 금융기관 (도와다오이라세 농협 시내 각 지점 포함)

２．신고 시 필요한 인감과 통장을 지참하여 상하수도부 창구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３．계좌이체 수속이 완료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은 납입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계좌이체 완료 통지】

계량기 검침 시에 보내는「상하수도 사용량 등의 공지」 하부의 「수도 요금・하수도 사용료 계좌
이체　완료통지서」 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이체 불능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이체가 안 된 것입니다.
익월의 재이체일까지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상하수도부 창구에서 발행하는 납입통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계좌이체 해지】

　계좌이체를 해지할 경우,  인감을 지참하여 「계좌이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좌이체 유지】

이사한 곳에서도 이사 전에 사용했던 계좌의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사용자와 동일 명의인것과

계좌번호 등의 확인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계좌명의인 변경】

　계좌명의인 변경 (상속, 개성 등) 수속은 인감을 지참하여 상하수도부 창구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또한,  계좌번호가 바뀔 때는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도 요금・하수도 사용료 납부

 ●요금・신고에 관한 문의처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구분  접수시간

8:30～17:15

7:00～8:30、17:15～20:00

7:00～20:00

접수창구

미납요금의 재촉

수도 요금 등의 계좌이체 안내

 당직창구

(구 상하수도부 청사 1층)

전화번호

☎25-4511

관리과 요금 징수 담당
(시청 별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