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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GHT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기  

City Light는 최근 시애틀과 투퀼라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EV) 급속 충전기를 여러 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수단에 필요한 연료를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현재 그리고 향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틸리티 서비스 전역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위치 및 장비 

Alaska Junction: 전기차 급속 충전기 2대  

Beacon Hill: 전기차 급속 충전기 2대  

Madison-Miller: 전기차 급속 충전기 2대  

Magnuson Park: 전기차 급속 충전기 2대 

Seattle City Light South Service Center(남부 서비스 센터): 전기차 급속 충전기 4대, 레벨 2 
충전기 2대 

Tukwila: 전기차 급속 충전기 4대, 레벨 2 충전기 1대 

이 계획안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량과 대기 오염을 줄이며, 시설망 내 
혜택을 위해 설계된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 전기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City Light의 
노력을 보여 줍니다. 

전기 자동차에 따라 급속 충전기는 30분 충전 시간당 최대 90마일(145km) 주행거리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레벨 2 충전기는 시간당 최대 30마일(48km) 주행거리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충전소 및 그 외 많은 충전소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 앱인 PlugShare 
또는 해당 웹사이트 plugshare.com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nergysolutions.seattle.gov/electric-vehicles를 참조하거나 
SCL_ElectricVehicles@seattle.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향후 전기차 충전소 위치 확인을 위해 제휴 대행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곧 
발표될 예정이니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기에 드리는 재정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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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부 고객에게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과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의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City Ligh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연방 정부는 예산 상담 및 내후성 서비스와 함께 청구서 지불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LIHEAP,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자격 수혜 
대상 가구인지 확인하시려면 seattle.gov/light/assistance를 방문해 주세요. 

Utility Discount Program   

Seattle Public Utilities와 Seattle City Light는 소득 적격 고객을 위한 Utility Discount 
Program(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자체 인증 양식을 만들어 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은 City Light 청구서에서 60%, Seattle Public 
Utilities 청구서에서 50% 할인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거주 고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seattle.gov/UDP를 방문해 주세요. 

요금제 

이제 Seattle City Light 고객들은 유틸리티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계정에 로그인한 후 
요금제 설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설정 시, 전기 요금의 격주 또는 매월 지불, 첫 
지불일, 지불 기간 및 최초 계약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과정이 완료되면 요금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지금 유틸리티 서비스 웹사이트 
myutilities.seattle.gov에서 계정을 등록하세요! 

 

폭풍 시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정전 중에 전력을 안전하게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대비하면 내일의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비에 
유용한 정보는 powerlines.seattle.gov/outage에서 확인해 주세요. 
 

곧 서비스 제공 예정: 유틸리티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시작/중단/이전 

유틸리티 서비스 웹사이트에 서비스 시작/중단/이전 요청 기능을 추가 중에 있습니다. 곧 
제공될 추가 기능을 기대해 주세요! 

 



주변 지역 보수 작업 

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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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 전역에 노후된 전신주 교체로 안전성 및 안정성 강화 

이 목록은 일부만 포함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에서 지도를 
이용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 팁 
 “집 또는 차량에 제대로 된 구급상자를 비치하세요.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의 사항이나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십니까? 이메일 문의: 
SCL_CommOutreach@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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