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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ght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고객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

오래된 낡은 냉장고나 냉동고를 재활용하면 대당 $30 불을 드립니다(2개로 제한). 이 리베이트를 받으시려면, 냉장고나
냉동고가 깨끗해야 되고, 작동이 되어야 하며, 10 에서 30 입방피트 사이즈여야 합니다. JACO Environmental, Inc. 가
오래된 냉장고와 냉동고를 픽업해 갈 것입니다. 픽업 요청은 JACO Environmental, Inc. 로 직접하십시오. 전화

1 (877) 577-0510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www.jacoinc.net. “Rebate Pickup” 탭을 누르십시오.
•

백열 전구 대신 소형 형광전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절약하십시오. City Light 는
많은 상점에서 소위 Twist & Save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상점들이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206) 684-3800 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www.seattle.gov/light/conserve/cv5_lw1.htm. 쿠폰이나 리베이트 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

절전형 세탁기를 WashWise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입하시면 에너지, 물,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100까지
리베이트도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전화 (206) 684-38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seattle.gov/light/conserve/resident/washwise/.
우리들의 일상활동에서 생성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206) 684-3800 로 전화하십시오. 아래 웹사이트에 게시된 탄소 계산기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www.seattlecan.org.

봄철 확인 사항: 계량기 주위를 깨끗이
Seattle City Light 전기 계량기 주위로 최소한 3피트 이내에는 장해물이 없어야
쉽게 접근하여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는 화초, 장비, 건축자재 등을
치워놓으십시오. 개가 있거나 평소에 문을 잠궈 놓기 때문에 계량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집은
(206) 386-1731 로 전화하셔서 City Light 의 검침원이 언제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하신다고요? 전기요금 지불에 관한 질문과 답
•

누가 전기요금을 낼 책임이 있나요?

비록 계정에 등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들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할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그 전기요금 청구 주기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MC 21.49.100 d)

이사 하신다고요? 전기요금 지불에 관한 질문과 답 (계속)
•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나요?

세입자가 바뀌었는데도 건물주나 세입자가 10일 영업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물 주와
세입자는 City Light 에 신고할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SMC 21.49.100B,C, SMC 21.49.130B, DPP 500PIII-302)
•

이 전 세입자의 전기요금을 새 세입자가 낼 책임이 있나요?

City Light가 에스크로 회사나, 집을 판 사람 또는 집을 산 사람으로부터 최종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라는
서면 요청을 받지 않으면, City Light는 집을 산 사람에게 미지급된 전기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미지급된 공공 요금이 얼마인지 유틸리티 회사에 서면으로 문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집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그러한 통지 의무를 면제할 경우는 제외.

(RCW 60.80.020(4)(a), DPP 500PIII-302)
세입자가 바뀌거나 건물 소유권이 바뀔 때 신고하는 서식은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www.seattle.gov/light/accounts/resa/ 또는 (206) 684-3000 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웹사이트: 전기 서비스 연결
전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거나 기존 전기 배선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사이트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기 서비스 연결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요건들, 건축 가이드라인, 신청서, 연락처, 각종 허가서 링크들. www.seattle.gov/light/ 로 가셔서
“Info & Help” 탭 아래에 “Electric Service”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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