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 리딩, 시애틀 시티 라이트 고객 소식지 

2011 년 9 월-10 월 

 

제 25회 Public Power Week 기념행사를 10월2~8일간 개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ublicpower.org/을 방문하십시오. 

 

전력국장이 드리는 말씀  

1911 년, 설립된지 얼마 안된 시애틀 전력회사(나중에 '시애틀 시티 라이트'로 개명)는 두 

번째 국장인 제이 디 로스(J. D. Ross)의 부임과 함께 제 방향을 찾았습니다.   

"시티라이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로스 국장은 전력회사는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카짓 강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저렴한 전기를 성장하는 도시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티 라이트는 전력회사인 동시에 환경 보호 파수꾼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티 

라이트는 산란 연어의 활발한 이동을 위하여 스카짓 강을 따라 1,200 에이커 (acres) 

이상의 어류와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스캇짓 강 연어 

이동은 퓨젯 사운드 지류들 중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시티 라이트는 미래에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로스 국장이 시작한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만개의 주택용 LED(발광 다이오드) 

가로등을 설치 중인데, 그 중 41,000 개가 2014 년 말까지 설치완료되면서 전기세와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로스 국장은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시티 라이트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연구 모금을 위하여 매년 10 월 열리는 하트 웍(Heart Walk)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또한 빈곤층 고객들의 전기요금을 임시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쉐어(Project Share) 프로그램에도 수천불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여러분의 시애틀 라이트라는 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  호레 카라스코 국장 

 

오래된 냉장고 하나에 30 불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는 요즘 나오는 모델보다 전기 소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활용 하세요! 저희들이 트럭을 보내서 픽업해 갈 뿐 아니라 우편으로 30 불 리베이트 

체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픽업 스케쥴은 www.seattle.gov/refrigerator 또는 전화 

206.233.2653.  

 

커뮤니티 태양 에너지 



 

 

시티 라이트 고객들은 제퍼슨 팍에 세워질 새로운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입하신 분들은 세 개의 새로운 태양열 피크닉 쉘터를 

짓는데 경제적 지원을 할 뿐 아니라 태양열 전기 크레딧을 받게 되며, 태양열 에너지 

사용을 홍보하게 됩니다. 가입 정보와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십시오: 

www.seattle.gov/communitysolar. 

 

떨어지는 온도에 대비 

단열처리가 된 주택은 에너지 효율적일 뿐 아니라, 쾌적하고 또한 전기를 절약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대비한 에너지 절약 요령들을 웹사이트에서 보십시오: 

www.seattle.gov/housing/HomeWise/. 

 

에너지 절약 요령 

프로그램 가능한 서모스탯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와 전기세를 절약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서모스탯을 68 도 이상으로 설정하지 말고, 집을 비울 

때 그리고 취침시에는 온도를 가장 낮게 또는 아예 꺼놓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여기서 언급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206.684.3800 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하십시오: SCL 

EnergyAdvisor@Seattle.gov. 

 

비디오 컨테스트 

지하실이나 차고 또는 베란다에 전기 많이 쓰는 오래된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나요? 이 

“에너지 잡아 먹는” 냉장고를 비디오로 찍고, 픽업 처리 장면들을 비디오에 담으세요. 

컨테스트에서 입상되면 JACO Environmental (http://www.jacoinc.net/)로 부터 400 불 

상당의 VISA 상품권 비롯하여 기타 다른 상품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10 월 10 일; 참여 규정, 상품 등 자세한 내용은 

http://monstersinthebasement.strutta.com. 

 

폭우 계절 

가을, 바로 지금 대비하세요. 가정용, 자동차용, 그리고 직장용 비상품 킷을 만드세요. 

준비 방법은 Take Winter by Storm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십시오: 

http://www.govlink.org/storm/. 저희들도 정전에 대비한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전 추적 맵도 확인해 보십시오: www.seattle.gov/light.  

 

날씨 라디오는 생명을 구출 

9 월은 전국 준비의 달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또한 날씨 라디오 인식의 달이기 합니다. 

이 특수 라디오를 사용을 홍보하는 달이지요. 더 자세한 정보와 소매점에서 할인을 

받으시려면 www.emd.wa.gov 을 방문하세요. 

 



 

 

전기 자동차 충전하기 

10 월 말까지 시티 라이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 센터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 서비스 센터 의 주소는 3613 4th Ave. S., 그리고 노스 

서비스 센터의 주소는 1300 N. 97th St.입니다.  이 두 센터 모두 월요일에서 금요일  

8:30 a.m.-4:30 p.m. 오픈합니다.  저희 e-car 웹페이지도 방문하십시오: 

http://seattle.gov/light/electricvehicles/. 

 

우리 동네 

더욱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보수 작업팀이 아래 지역에서 작업 중입니다. 

- 파이어니어 스퀘어: 알라스칸 웨이 바이어덕트 위로 설치된 전선들을 다른 위치로 

옮기기 위해 First Ave. S.의 남쪽 방향 레인 볼트 사이에 새 케이블을 풀링하고 있음; 

3rd 와 2nd Ave 사이 S. Washington St.에서 노후된 케이블을 교환 중. 

- 마운트 베이커: Shoreland Dr. S. (북쪽)과  Andover St. (남쪽) 사이 Lake Washington 

Blvd.를 따라 매설된 지하 케이블을 교환 중; 

S.W. Roxbury St., Brace Point, 그리고 McGilvra-Denny/Blaine: 지하 전선 케이블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시험 중.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를 참고하십시오. 

 

고장난 가로등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고장난 가로등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고장난 가로등 신고는 

저희 웹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십시오. 같은 웹사이트에서 수리 여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streetlight/tracker.asp. 또는, 전화로 직접 신고 

206.684.7056. 

 

 

시애틀 시티 라이트 정보: 
www.seattle.gov/light  

700 Fifth Avenue, Suite 320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질문,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세요? 206.684.3000 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Tell Seattle 

City Ligh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하세요.  주소 www.seattle.gove/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