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  
전기 
절약하기

에너지 절약 팁



시애틀 시티 라이트 -
환경지속적 미래를 
위한 에너지 보존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미국 
도시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차세대 전력 공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90% 이상의 전력이 수력과 
그밖에 다른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소스

•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고객들과 한 팀이 
되어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을 
선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전기요금에서 $806 백만을 
절약

•  우수한 고객 서비스와 함께 
지역적 제어 및 책임성

안락감을 희생하지 않고도 
가정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68° F
난방에 돈 절약 

•  전기 난방은 난방 계절 전기 요금의 약 반을 

차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  1도 낮출 때마다, 전기 요금이 2-5% 

내려갑니다. 집에 있을 때 온도를 65 ~ 68

도로 맞추고 밤에 또는 집에 없을 때는 55도 

(또는 OFF)에 맞추세요. 따뜻한 온도에 이미 

적응되었다면 2도만 낮추세요. 5 ~ 10도 

낮추는 것보다 적응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  온도를 확 올린다고 해서 집 안이 빨리 

더워지지 않습니다. 설정 온도로 치솟으면서 

단지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  온도 조절기의 "Comfort Zone"(안락한 

온도)에 의존하지 마세요: 높게는 10도 정도 

더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추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어드바이저로 연락하시면 자동 온도 

조절기 성능 확인을 위한 무료 온도계를 

보내드립니다: 전화  (206) 684-3800 또는 

SCLEnergyAdvisor@seattle.gov.

•  매년 추운 계절이 돌아오면 베이스보드 

히터와 월팬 히터에 묻은 먼지들을 진공 

청소기로 먼저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매년 히터를 처음 작동할 때 타는 

냄새가 덜 납니다.

•  이동식 히터는 퍼니스를 사용하는 대신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할 때만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획 난방 시스템(베이스보드나 월 히터)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있는 방만 따듯하게 

하십시오. 히터와 가구 사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확인합니다.

•  오븐을 켜서 집을 따뜻하게 하지는 마세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돈 낭비이고, 

위험하기 까지 합니다.

주의

•  절대로 석유 난로나 프로팬 히터 또는 바비큐 

그릴을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절대로 이동식 히터를 커텐이나 옷, 전기 

코드, 가구, 또는 싱크나 화장실같이 젓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동식 히터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려면 , 이동식 히터에 

가깝게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넘어지면 

전원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모델을 

가능한 선택하십시오.



전자 제품들  
전원 끄기

•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 컴퓨터, 모니터들은 
스위치를 꺼도 전기를 소모합니다 ("대기 
전력"이라고 함). 이러한 가전 제품들을 
스마트 멀티탭에 연결하면 사용 안 할 때는 
전원을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  시애틀 공립 도서관(SPL.org)에서 Kill-A-
Watt 미터를 체크아웃 하여 가정의 전자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지 
측정해 보십시오. Kill-A-Watt 미터는 전기 
제품들이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흔히 
생기는 "유령" 전기 부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새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Energy Forward 
또는ENERGY STAR®를 확인하여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겨울에 
따뜻하게

•  날씨가 추워질 때 옷을 더 껴입는 것이 

집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두꺼운 오바를 하나 입는 것보다 

가볍고 헐렁한 옷들을 몇 개 껴입는 것이 더 

따뜻합니다.

•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소파에 담요나 

퀼트같은 것을 덮고 있으면 좋습니다.

•  전기요나 전기 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침실 

전체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더 경제적입니다. 

때로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합니다.

•  모직 침대보, 다운 컴포터, 또는 섬유솜으로 

채운 컴포터를 사용하십시오.

•  양털 매트레스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주방에서 팁

•  헐렁하거나 손상된 냉장고 도어 실(SEAL)을 

대체하십시오.

•  냉동고에 얼음이  ¼" 이상 끼면 녹이십시오.

•  냄비 뚜껑을 꼭 닫으면 조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  스토브 버너 크기와 맞는 냄비를 

사용하십시오.

•  오븐 도어를 불필요하게 열지 마십시오. 

온도는 화씨25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기 오븐 350 ° F 1시간 2.0 kWh 19¢

토스터 오븐 425 ° F 50분 .95 kWh 9¢

슬로우 쿠커 200° F 7시간 .7 kWh 7¢

전자 레인지 높게 설정 15분 .36 kWh 3¢

제품 온도 시간 에너지 비용* 

가전제품 에너지 비용

출처 : 홈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 * 9.5 ¢ / kWh로 가정

온수 
비용 절약

•  WaterSense® 표시가 된 절수형 샤워 

헤드를 설치하십시오. 수압을 낮추지 않고도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입니다.

•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면 즉시 

고치십시오. 

•  샤워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샤워를 단 2

분만 줄여도 절약이 상당히 됩니다.

•  워터 히터는 최적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공장에서 120도로 설정되어 

나옵니다. 이 설정을 바꾸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꼬마 형광등으
로 절약

•  ENERGY STAR® 전구는 동일한 밝기를 

내는데 백열등에 비교하여 에너지를 최소한 

75% 적게 사용하고 수명도 10-25배 더 

깁니다. 

•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효율적인 전구를 쉽게 

구입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참여하는 

상점에서 ENERGY STAR                   

전구에 Twist & Save 

라벨이 붙었나 

확인하십시오. 웹사이트를 

확인:                    

seattle.gov/twistandsave. 

Enjoy savings brought to you by 

Seattle City Light

= 10 1 CFL incandescent

incandescent1 LED 25 =

세척할 때 에너
지 절약

•  식기 세척기는 접시가 가득 찼을 때만 
돌리십시오. 넣기 전에 접시를 먼저 헹궈야 
한다면 찬물로 하십시오. 접시를 손으로 
일일이 닦는 것 보다 세척기에 접시를 잔뜩 
넣고 세척하는 것이 항상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  식기 세척기에서 공기 건조 옵션을 
선택하세요.

•  세탁기도 세탁물을 잔뜩 모았다가 돌리고, 
세탁과 헹굼 사이클을 모두 찬물로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옷은 특히 찬물 
세탁용 세제를 사용하면 찬물에서도 세탁이 
깨끗하게 됩니다.

•  가능하면 공기 건조하십시오. 건조기는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가전기 중 하나입니다.

•  건조기도 옷을 많이 넣고 돌리십시오.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사용 전에 항상 
보푸라기 필터를 청소하십시오.



절전형 세탁기로 업그레이드하여 $100 

리베이트를 받으세요. 세탁기 수명 동안 

전기와 물, 그리고 하수 비용 절약으로만도 

구입 가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세탁기들은 또한 옷감에 부드럽고 세제도 적게 

씁니다. 

ENERGY STAR  
냉장고  
$50 리베이트

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ENERGY STAR 인증 

냉장고로 교체하고 $50 리베이트를 

받으십시오.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를  
재활용하면 $30 
리베이트에 무료 픽업

반드시 가정용이어야 하며, 용량이 10에서 30 

큐빅피트, 그리고 2001년 전에 제조한 

것이라야 합니다.

전구최고 10 달러 할인

절전형 전구나 전등 구입시 즉석에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참여 상점들 명단과 적절한 

전구나 전등 선택할 때 도움말은 seattle.gov/

twistandsav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절약하고 싶으
세요?
시애틀 시티 라이트가 드리는 리
베이트로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돈을 수년간 
절약 하십시오. 리베이트 양식과 
더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
appliances를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 에너지 어드바
이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전기 히트를 절전형 덕트없는 온냉방 장치로 업

그레이드 하여 난방비를 25-50% 절약하십시

오. 덕트없는 시스템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

름에는 시원하게 해주어 일년내내 안락함을 드

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ductless

를 방문하세요. 

절전형 히트 펌프  
워터 히터  
$500 리베이트

전기 많이 소비하는 워터 히터로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히트 펌프 워터 히터로 업그레이드 하

면 물 데우는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WaterSense 샤워기 
최고 10 달러 할인

효율적인 샤워 헤드 사용은 온수 사용을 줄이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Water-

Sense 샤워 헤드로 업그레이드 하면 전기와 물 

요금을 일년에 $4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여 상점을 확인하려면seattle.gov/light/

conserve/showerhead 를 방문하십시오. 

덕트없는 절전형 
온냉방 장치 
$1,200 리베이트

절전형 세탁기  
$100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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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티 라이트 각종 정보

전기요금 납부 옵션

•  전자 청구서 선택! 전자 청구서 신청은 

seattle.gov/light/ebill.

•  계좌 개설, 계좌 폐쇄, 또는 계좌 이전은, 고객 

서비스 전화 (206) 684-3000.

•  납부 자동 이체. 납부 자동 이체 설정 

seattle.gov/light/accounts 또는 전화 

(206) 733-9100.

•  할부 요금납부. 2개월에 한 번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신 평균 전기요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내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206) 

684-3345.

전기요금 지원

•  노인들, 신체장애자들 또는 저소득층 

고객들은 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udp@seattle.gov 또는 (206) 

684-3417로 전화하십시오.

•  요금 납부가 어렵거나 단전 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 내에 전기요금을 전액 지불을 못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로 전화하여 상의하십시오. 

전화(206) 684-3336.

가정 단열 처리

•  저소득층 가정. 전기 난방을 하는 가정은 

에너지 절약 단열 처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6) 684-

0244.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206) 684-3800

•  Información en español 
•  Impormasyon sa Tagalog
•  中文資訊

•  Thông tin bằng tiếng Việt
• �한국어�정보

• Macluumaad Af-Soomaali ah

시애틀 시티 라이트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자격이 되는 

고객들은 시애틀 시티 라이트 요금에서 60% 

그리고 시애틀 공공요금에서 50%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에 맞으면 오늘 저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추정해 드리거나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206) 684-3417로 

전화하시거나 seattle.gov/save60percent를 

방문하십시오.

1 $2,550 $30,600

2 $3,335 $40,020

3 $4,120 $49,440

4 $4,905 $58,860

5 $5,689 $68,268

6 $6,474 $77,688

7 $6,621 $79,452

  총  총 

가족 월 연 

수 소득 소득

2014년도 소득자격

섹션 8 또는 보조받는 주택에 사는 입주자들은 자격이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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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CITY LIGHT 
700 5th Avenue, Suite 3200 MS901-48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206) 684-3800

SLD RT 050814

10% 폐지 섬유로 만든 재생지에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