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ttle City Light 
 

 
 
Seattle City Light, 시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기업으로서 시애틀과 위성 도시에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City Light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호에서 미국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ity Light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제공: 

• 고객 서비스와 정보: 계좌 개설과 폐쇄, 고지서 발부, 지급 보조, 신규 서비스 연결, 서비스 문제 
• 정전 및 전기 안전 정보 
• 가로등 유지 보수 
• 고압선 라인 주위 나무 자르기 
• 에너지 보존 정보와 절전하는 방법; 에너지 보전 장려 
• "그린" 재생 가능 에너지 구입 

 
절차와 조건 - City Light에 전화를 하면: 

• 계좌 개설/폐쇄, 전기요금 지급 보조, 고지서에 관한 질문, 고지서 지불은 206-684-3000으로 하십시오. 지급 마감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또는 전화하여 지불 플랜을 세우십시오.  

• 고객 상대 사기 행위.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 계좌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City Light는 전화로 
신용카드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면, 이름과 전화 번호를 물어 보십시오.  즉시, City Light에 
전화를 걸어 보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고객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에 한 명이 의료적 문제 때문에 생명연장 기구를 사용하는데 전기가 요구되면 206-684-3020 으로 하십시오. 
•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서비스를 바꿔야 할 경우에는 City Light로 전화하십시오. Denny Way 북쪽은: 206-615-

0600으로 전화;  Denny Way 남쪽은: 206-386-4200으로 전화. 
• 고압선에 나무가 걸렸거나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는 등 긴급 상황 보고는 206-706-0051로 전화. 
•  가로등이 깨졌거나 작동을 안하면 206-684-7056으로 보고 하십시오.  전화 하실 때, 전봇대에 가장 가까운 거리 주소와 

전봇대에 표시된 검정 그리고 노란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정전 보고는 206-684-7400의로 하십시오.   

 
주 연락처 (사무실)  
Seattle City Light 고지서 납부 주소:  
City of Seattle  
Department of Finance  
PO Box 34017  
Seattle, WA 98124-1017 
또는 하루 24시간 온라인으로 지급: 
www.seattle.gov/light/accounts/onlinepayment.asp 
 

고객 서비스 센터 206-684-3000 
(지역 밖)  1-800-862-1181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TTY)     206-233-7241 
팩스   206-684-5637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7:30 a.m. to 6 p.m. 
신용카드로 납부 (24시간)  1-866-873-0944 

City Light 서비스 센터 납부 장소 
월요일-금요일, 8 a.m. 에서 6 p.m. 

• 북쪽 서비스 센터  
1300 N. 97th Street, Seattle 

• 남쪽 서비스 센터  
3613  4th Street S, Seattle 

두 곳 모두에 투입 통 있음. 

키 타워 납부 장소 
• 700 5th Avenue, 27th Floor  

Seattle, WA 
월요일-금요일, 8 a.m. 에서 6 p.m. 

• 700 5th Avenue, Room 4250 
월요일-금요일, 8 a.m. 에서 6 p.m. 

투입 통: Cherry Street과 6th Avenue, 4층 로비 
고지서에 불만은  편지로 하십시오:: 

 Seattle City Light 
 Attn: Account Services, Room 2802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City Light Web: www.seattle.gov/light   
 
City Light E-mail: respond.scl@seattle.gov   

City Light 총 책임자  사무실 
206-684-3200 
정보 및 시민 관련 
206-684-3090 

이웃 서비스 센터: 
각기 다른 동네에 위치  주소 문의는 206-684-CITY로 
전화하십시오.  
www.seattle.gov/neighborhoods/n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