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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국장이 드리는 말씀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비영리, 공공소유 전기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이 그 주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객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년 전력계획은 시티 라이트의 
운영과 재정을 2018까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전력 공급 서비스, 에너지 효율 또는 요금 등에 관한 
고객들의 의견은 고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회사와 정책담당자들이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2월과 1월에 예정된 전략 계획 공공 집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ww.seattle.gov/light/strategic-plan. 
 
알림: 현재 폭우 계절이기 때문에 정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적힌 안전과 그밖에 
도움말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력 국장 호레 카라스코 
 
 
에너지 절약 뉴스 
 
새로운 조명 기준  
2007년 연방정부는 백열전구, 꼬마 형광등 (CFL), LED 전구들을 포함한 일부 전구들의 광효율 기준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40와트, 60와트, 75와트, 100와트 백열 전구들은 점차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2012년 1월 1일 100와트 백열 전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60와트와 40와트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적절한 전구 선택에 관한 도움말은  www.seattle.gov/twistandsav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지원 
시애틀 커뮤니티 솔라(Seattle Community Solar) 프로젝트는 제퍼슨 팍 피크닉 쉘터 3곳에 태양열 
집적판을 설치하여 공해없는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9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600불을 내는 고객은 제퍼슨 팍에서 생성되는 태양열 에너지를 일부 구입하여 자신의 전기요금에 
부분적 크레딧을 받을 수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communitysolar. 
 
상업 /가정 고객 리베이트 
저희들은 모든 신규 상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참여 고객들에게 한시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인센티브는 에너지 절약 조명으로 바꾸는 데 드는 평균 설치 비용의 
80%까지 지불합니다. 가정의 경우, 구형 전기 베이스보드 난방이나 벽 난방 장치는 전기 소모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덕트없는 난방 그리고 절전형 냉방 장치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고객은 반드시 전기 베이스보드, 벽 난방 또는 
천정 난방 장치를 현재 주요 난방장치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베이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 상담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206.684.3800 또는 
이메일 SCLEnergyAdvisor@Seattle.gov. 
 
 



뉴스와 행사 
 
정전 및 안전 팁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만약 정전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전시 대처 방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가정 또는 사무실에 정전 비상 킷을 준비해 두십시오. 킷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는 
www.takewinterbystorm.org 방문. 
- 시티 라이트는 어느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는지 온라인 지도로 보여주고, 복구 예상 시간, 그리고 
정전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지도는 www.seattle.gov/ligh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정전 소식을 트위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twitter.com/SeaCityLight 
전기가 복구완료 안내를 위한 전화통보 서비스를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206.684.3000. 
 
정전이 되면 
- 땅위에 있는 전선을 비롯하여 모든 전선들은 만지면 위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떨어진 전선은 
물론이고 그러한 전선과 접촉된 어떤 물건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됩니다. 전봇대나 
변전기 또는 변전소와 같은 시설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 무선전화기는 정전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준비하십시오.  
- 전기가 나가면 우선 메인 스위치를 점검하여 끊어진 퓨즈가 있는지 또는 열린 회로 차단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정전 핫라인 206.684.7400로 전화하여 현재 어느 지역이 정전되었는지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 
보십시오. 정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를 비롯하여 언제 정전이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녹음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손전등만 사용하고 절대로 촛불을 켜지 마십시오. 촛불은 화재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가족을 보호: 실내에서 숯 그릴이나 가스 그릴로 뭘 구워 먹거나 히터 
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베큐 그릴이나 발전기를 절대로 차고를 포함하여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정전시 안전 대책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www.seattle.gov/light/safety. 
 
전압 점검 
올 가을 저희들은 모든 금속 가로등 및 금속 가로등 장비의 전압을 테스트 했고 앞으로 매년 실시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www.seattle.gov/light 
  
시민의 시애틀 시티 라이트 
저희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들을 비롯하여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교육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Light Reading, Power 
Lines 블로그,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 웹 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www.seattle.gov/light/comm_inv.  
 
구리 도둑 
구리로 만든 전선이나 장비 등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절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시티 라이트는 지역 전기회사들 
그리고 사법기관들과 정보 공유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설물 주위에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911로 신고하고 시티 라이트 보안 담당 206.386.9111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더욱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보수 작업팀이 아래 지역에서 작업 중입니다.  

• Pioneer Square: 3rd Av.와 2nd Av. 사이 First Ave. S 남쪽 레인과 S. Washington St.를 따라서 
Alaskan Way 바이어덕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선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 중: 

• 센트럴 하버: Alaskan Way 바이어덕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송전선 두 개를 다른 곳을 옮기는 
작업 중; 

• Blue Ridge/North Beach: 지하 전선 케이블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시험 
중. 

• 시애틀 센터 동쪽 Taylor와 Thomas 만나는 곳: SR 99 Alaskan Way 바이어덕트의 터넬 공사를 
위하여 주요 전선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 중; 

• Mercer St.: Mercer 개선 공사의 일부로 머리 위 전선을 땅속으로 매립 중.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희 공사 프로젝트를 방문하시고 빨간 공사 표시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연락처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Suite 320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www.twitter.com/SeaCityLight 
질문이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세요? 전화 206.684.3000 또는 Tell Seattle City Light  
www.seattle.gov/light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