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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대상 수도 계량기

영어 한국어중국어

수도 계량기 교체(무료)안내

일본어
(상세)

현재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 계량기의
교체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이에 따라 수도 계량기 교체를 위해, 
뒷면에 기입된 상하수도국이 발주한
교체공사 시행업체가 방문하오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는 계량법에 따라 유효기간(8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수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교체 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

수도 계량기 교체에 관한 상담은 뒷면의
시행업체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하 수도국에게 문의
상하 수도 고객 센터 (접수업무 위탁회사)

【 전화 】044-200-3548（오전8：30～오후8：00）
【이메일】kawasaki@jougesui.jp（24시간 접수）
【 팩스 】044-200-0041（24시간 접수）

가와사키 상하수도국 수도 계량기
교체 안내

수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무료

단수

입회
불필요

계량기 교체 비용은 무료입니다.

교체작업중 단수가 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단수시간이 10분정도로
예상되오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중에도 계량기 교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및 입회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고객님 입회하에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행업체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교체작업을 위해, 고객님의 부지에
들어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설치장소에는 물건
등을 놔두지 마십시오.

・ 계량기 설치 상황에 따라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 후 주의사항
수도계량기 교체후, 공기 등에 의해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를
사용하기전에 꼭 세정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정 작업을 하지 않은채 화장실
또는 급탕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 공기 및
녹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세정작업 방법 (30초에서 몇분간 정도)】
야외수도 등 냉수만 나오는 수도를 열고 평소와 같이
깨끗한 물이 나올때까지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후
사용해 주십시오.혼합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냉수쪽을
틀어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흘려 보내
주십시오.
※수도꼭지는 천천히 열고 닫아 주십시오.

別

가와사키 상하 수도국 세정
작업※(우편사업자분)수취인 불명의 경우에는 뒷면 시행업자에게로 반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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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예정일(토,일,공휴일을 제외한 く8：30～17：00)

월 일 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중 1일

교체 예정일은 시행 진행상황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재택시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번거롭지만
시행업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행업체(교체일 및 작업 내용에 관한 문의)

위탁업체 가와사키시 관공사업협동조합
【전화】044-777-2689
【 Web 】http://www.kawakan.org/

수도 계량기 교체 예정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