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티 라이트  
라이트 리딩 고객 소식지 
2012년 1월/2월 
 
전력국장이 드리는 말씀 
몇 년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드디어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전략 계획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프라 투자 계획, 에너지 효율, 
대체 에너지, 전기요금, 신뢰성 있는 서비스, 그리고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안은 앞으로 6년간 저희 전력회사 운영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전략 계획 
미팅에 부디 참가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웹사이로 가시면 미팅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light/strategic-plan/. 저희들은 올 봄 말에 시장과 시의회에 이 계획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3.2%)이 이 달부터 발효됩니다. 가정 고객의 경우 월 평균 약 
$1.67이 인상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셨나요? 이 신규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m.seattle.gov/light).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 국장 호레 카라스코 
 
 
달라지는 전구 
연방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100와트 전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나온 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약 30퍼센트 더 높으면서 밝기는 똑같습니다. 소형 
형광등(CFL)와 발광 다이오드 전구(LED)는 더욱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전구를 선택할 때 
새로 소개되는 "Lighting Facts" 라벨을 보시고 어떤 전구가 적절한지 결정하십시오. 이 
라벨은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읽는 방법:  
밝기(Brightness) 밝기는 와트가 아니라 루멘으로 측정됩니다. 루멘이 높을 수록 전구가 
더 밝아집니다. 23와트 CFL의 루멘은 100와트 백열등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 에너지 (Energy used) 제품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데 요구되는 전력을 와트로 표시. 
와트가 낮으면 낮을 수록 에너지 소모가 적고 따라서 돈도 적게 듭니다. 
빛 색깔 (Light appearance) 빛 색깔을 켈빈(K)으로 측정. 백열등과 비슷한 색깔의 밉을 
원하시면 2700K의 따뜻한 색의 전구를 선택하십시오. 밝고 하얀 빛을 원하시면 3000K-
4000K 사의의 전구를 선택하십시오. 대낮과 같은 색깔은 5000K 이상. 좀 더 자세한 정보와 
할인 정보는 www.seattle.gov/twistandsave 를 방문하십시오. 
 
 



 
리베이트  
가정 고객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전구, 냉장고/냉동고 재활용, 가전제품, 히트 펌프, 워터 
히터, 덕트없는 히트 펌프 리베이트는 2012년에도 계속됩니다. 리베이트는 30불에서 
많으면 1,200불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conserve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206.684.3800. 
 
TV 구입할 때 에너지 팁 
새 TV를 구입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에너지 비용을 고려:  
- 52인치 LCD TV는 32인치보다 약 2배의 전력을 소모. 
- LCD는 플라즈마 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 
- 에너지 효율적인 “Most Efficient” 라벨을 찾으십시오.   
- 에너지 효율 모델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어떤 상점에서 파는지 검색한다: 
www.energyefficientelectronics.org.   
 
전기 절도범 
시티 라이트는 남의 집 전기를 자기 집으로 빼서 사용하는 절도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일을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기 절도 행위는 
동네에 위험을 끼치기도  하지만 소비자는 영문도 모르고 더 많은 전기요금을 물게 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약 3백만불에서 5백만불 가치의 전기가 누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 미터라든가 전봇대에서 연결되는 전선이 조작된 것 같이 보이면 
206.684.3000으로 전화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직원이 정보를 받아 전기 미터 감시 그룹에 
전달할 것입니다. 미터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거나, 망가졌거나 또는 미터 주위로 이상한 
전선이 연결되었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시티 라이트 보수팀이 여러분의 동네에 주변에서 작업중입니다: 
파이오니어 스퀘어 지역: 1st Ave. S 건설의 일부로 오래된 케이블 제거 작업; 
- 2nd와 3rd Ave. 중간 S. Washington St.: 새 덕트 설치. 오래된 케이블 제거; 
- Blue Ridge/North Beach: 지하 전선 케이블에 실리콘을 주입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시험 중. 
- Harrison St. 및 Aurora Ave. (시애틀 센터 동쪽): 터널 작업 하기 전에 전선을 재 배치하기 
위해 볼트 설치 중;  
- Mercer St.: Mercer 개선 공사의 일부로 머리 위 전선을 땅속으로 매립 중; 
- Laurelhurst (웹스터 포인트 북쪽 ): 4kV 케이블을 더욱 견고한 26kV로 대체 중. 
-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전력원 
시티 라이트의 전력원은 워싱턴 주 지역사회 무역 및 경제 개발국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자료에 기반한 최신 정보:  
수력             87.9% 



원자력*         6.4% 
화력(석탄)*    2.5% 
풍력               2.1% 
기타**           1.1% 
합계              100% 
*보네빌 전력관리국에서 구입한 전력이 일부 포함.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쓰레기, 석유, 매립지 가스, 그밖에 다른 연료 포함. 
 
따뜻한 겨울 가정 
프로젝트 쉐어(Project Share)는 재정적 지원이 잠시 필요한 분들에게 전기요금을 보조해 
드립니다. 세금공제가 되는 이 기부금은 일회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전기요금에서 매번 
얼마씩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6.684.3000으로 연락 또는 
www.seattle.gov/light/help/share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시티 라이트 
www.seattle.gov/light  
http://twitter.com/SEACityLight 
그리고 Facebook 
700 Fifth Avenue, Suite 320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질문이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세요? 전화 206.684.3000 또는"Tell Seattle City Ligh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seattle.gove/light.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