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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드리는 말씀 

전화 대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45분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이 됩니다."  

 

이런 전화는 사기꾼이 한 것인지 시애틀 시티 라이트가 아닙니다.   

 

특히 직불 카드 또는 캐시 카드를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한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주지 마십시오. 의심스럽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중에 

206.684.3000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이 계좌를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시티 라이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전화로 전기요금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시티 라이트나 그밖에 다른 전력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신분증을 보자고 하십시오. 

전력회사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하며 요구시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돈을 갈취해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호레 카라스코, 전력국장 겸 CEO 

 

절전형 레시피 대회 

절전형 레시피(Our Cooking with Kilowatts) 여름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오븐이나 

스토브 위에서 조리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저희들은 찾습니다. 스토브나 오븐보다 전기를 

덜 소비하는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가전제품 온도 시간 에너지 비용 1 

전기 오븐 350 F 1시간 2.0 kWh 19센트 

토스터 오븐 425 F 50분 .95 kWh 9센트 

슬로우 쿠커 200 F 7시간 .7 kWh 7센트 

전자 레인지 "높음” 15분 .36 kWh 3센트 
19.5센트/kWh으로 가정         Table from Consumer Guide to Home Energy Savings 

올해는 대회가 두 개 있습니다 - 하나는 어린이 대회 하나는 성인 대회.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은 상을 하나씩 받게 되며 베스트 절전형 레시피는 특별 대상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규칙, 상, 그리고 레시피 제출은 www.seattle.gov/light/recipe를 방문. 

 

태양 나누기 

시애틀 수족관에서 펼쳐진 시티 라이트의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태양열 집열판들이 6주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가 이 번에는 

피니 리지(Phinney Ridge)에서 새로 펼쳐치고 있습니다. 피니 이웃 협회 건물과 우드랜드 

http://www.seattle.gov/light/recipe


동물원 지붕에 시티 라이트가 현재 집열판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communitysolar을 방문 

야구도 친환경 

전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회사 시애틀 라이트는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야구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 매리너스의 세이프코 필드. 올 

여름, 야구 팀과 모든 고객들이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도록 시티 라이트가 어떠한 방법으로 

돕고 있는지 세이프코 모니터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wepower방문 

 

헌 냉장고를 재활용하면 $30 리베이트  

206.386.1399로 전화하여 헌 냉장고를 픽업해 가라고 하십시오. $30 리베이트도 

드립니다. 헌 냉장고 재활용 규칙은 www.seattle.gov/oldfridge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저희 보수반이 이 지역에서 작업 중입니다. 

-뷰 리지 : 도관을 설치 중; 

- 파이어니어 스퀘어  

- 뷰리엔. 시애틀, 쇼어라인 (여러 곳) 

- 웨스트 캐피털 힐 (여러 곳) 

자세한 내용은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를 방문하여 빨간 공사 표시를 

클릭하십시오. 

 

소수민족 소유 사업체와 시티 라이트 

시티 라이트는 서비스 지역 내 여성 소유 및 소수민족 소유 업체들과 활발한 협력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로 2013년 목표를 초과하여 최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민족 업체 

컨설팅 서비스와 구매는 $20,863,478 또는 시티 라이트 총 지출의 17 %를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2003년에 비교하여 겨우 3.2 퍼센트 인상입니다. 

 

종이와 우표 절약: 온라인으로 납부 

시티 라이트의 전자고지서(eBill)에 가입하여 계좌를 온라인으로 관리하십시오. 더 자세한 

것은 www.seattle.gov/light/paymybill/ 방문. 

 

연락 정보: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정보: 전화 206.684.3000 또는 www.seattle.gov/light방문 

 

 

http://www.seattlegov/communitysolar
http://www.seattle.gov/wepower
http://www.seattle.gov/oldfridge
http://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http://www.seattle.gov/light/paymybill/
http://www.seattle.gov/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