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 Reading  

2020년 3월/4월 

 

사기 피의자 수법에 관해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난 몇 달간 City Light는 선불 신용 카드 결제 외에도 금융 및 개인 정보를 요구하며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을 협박하는 사기 수법에 관한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City Light의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본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ity Light에서는 결코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음을 친구, 가족 및 이웃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 연체자/체납자의 경우 서비스 중단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 2회의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City Light 청구서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 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당사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 (206) 684-300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eattle.gov/light/EndScam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력 구성표  

2005년, City Light는 0%의 순탄소배출량을 달성한 미국 내 최초의 전력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아래 

2018년도 전력원에서 보실 수 있듯이, City Light 전력 대부분이 저희의 청정 수력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됩니다. 

 

바이오가스...........1% 

수력 발전...........86% 

원자력*...........5% 

풍력...........7% 

미상**...........1% 

전체...........100% 

 

*본 연료는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에서 구입한 전력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현 전력 시장 관행에 따라 판매 시점에 특정 발전원을 식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매 시장에서 구매한 

연료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스톰시즌 크로스워드 퍼즐 참여 

잊지 마시고 제 7회 연간 Seattle City Light 크로스워드 퍼즐에 도전해 다섯 가지 비상 상황 대비 키트 중 

하나를 받으세요. 규칙 및 자격 요건은 energysolutions.seattle.gov/crosswor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종료일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Skagit Tours 곧 예약 오픈!  

North Cascades의 댐/보트 투어를 통해 무탄소(카본프리) 에너지의 생성지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Skagit Tours 예약 접수는 4월부터 시작되니 서둘러 티켓을 구매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SkagitTou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ttle.gov/light/EndScams
http://energysolutions.seattle.gov/crossword


 

Green Up! 

City Light Green Up(더 푸르게)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보다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에너지 미래에 

이바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청구서에 $3, $6 또는 $12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light/greenup을 참고하시거나 (206) 684-380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유틸리티 서비스 신규 웹사이트 런칭 예정 

당 기관은 항상 고객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현재 고객을 위한 대규모 쇄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유틸리티 서비스 신규 웹사이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 온라인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 간편한 예산 청구서(Budget Billing) 신청 

• 스마트 계량기 보유 고객을 위한 일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가용성 

• 고객 서비스 도구 강화 

유틸리티 서비스 신규 웹사이트 활성화 시, 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신규 비밀번호 생성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롭게 변모할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전 팁 

“정전은 처음에는 불편한 정도이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야말로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owerlines.seattle.gov/outag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 보수 작업 

시애틀 City Light 보수 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Arroyo/South Arbor Heights: 지하 도관, 지하 저장실 및 가로등 설치로 낙후된 인프라 교체 

• Atlantic/Chinatown-International District: 기존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신주, 공중 전선 및 

장비 교체 

• Delridge: 기존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신주, 공중 전선 및 장비 교체 

• 시애틀 다운타운: 4th Avenue에 지하 도관 설치로 전기 안정성 유지 

• Meadowbrook: 35th Avenue NE에 임시 공중 케이블을 지하 도관으로 재배치 

• South Lake Union: Fairview Avenue North와 Republican Street 근처에 지하 전기 저장실 설치 

 

이는 목록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에서 지도를 이용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ttle.gov/light/greenup
http://powerlines.seattle.gov/outage
http://seattle.gov/light/a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