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지역에서 시행될 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귀중한 고객님께:
PSE & G 회사는 고객님 지역의 오래된 가스관을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서비스의 지속적인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고객님 집의 가스미터를 옮기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스미터가 내부에
있다면, 집 또는 건물의 외부로 옮겨질 것입니다. 가스미터를 옮기기 위해 가스 서비스가 잠시 중단될 것입니다.
회사의 기술자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시 연결하고 점화한 다음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떠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스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먼저 도로 표면에 도랑을 파내고 새로운 배관들을 블록 단위로
배치함으로 가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매일 작업을 마칠 때, 도랑이 채워지고 보호판들이
설치될 것입니다. 고객님 집의 진입로는 항상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고객님 소유의 지역을 파내는 작업을 피할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 소유의 지역을 파내야
한다면, 배급관을 설치한 후에 모든 것들이 복구될 것입니다. 잔디밭은 복구될 것이고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의 손상된 부분은 최종 복구 작업이 마쳐지기 전에 고쳐질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PSE & G 기술자는 배급관과 가스미터를 새로운 가스 주관에 연결하기 위해 고객님의
집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약 4 시간 동안 가스 서비스가 중단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제공 할 수 없고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우리직원이 연락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프로젝트가 마쳐지고 지면이 안정 될 때까지 도로를 임시 포장 할 것입니다. 이일
은 일반적으로 45 ~ 90 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최종 복원작업은 기상 조건, 프로젝트의 규모, 연중 시기
또는 도시의 요청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PSE & G 회사는 도시 / 카운티의 규정 및
도로포장 요구 사항에 따라 영구 포장으로 도로를 복원합니다.

다른 건축 현장와 마찬가지로 교통량, 소음, 중장비 및 기계들의 사용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그레이드 작업에 대한 비디오는 pseg.com/gaswork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시작될 때 질문이 있으시면 1-833-661-XXXX로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 중요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님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PSE&G 가스 건설 팀

PSE&G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