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년년년 3월월월월-4월월월월 Light Reading (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 리딩리딩리딩리딩) 시티시티시티시티 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 고객고객고객고객 소식지소식지소식지소식지 
 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 드리는드리는드리는드리는 말씀말씀말씀말씀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번 라이트 리딩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정전시 저희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드릴 것입니다(영업시간 중). 정전 중이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 복구가 될런지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 시티 라이트는 앞으로 6년간 운영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고객들의 서비스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 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을 올 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www.seattle.gov/light/strategic-plan/. 

 마지막으로, 올 여름에 스캐짓 투어(Skagit Tours)를 가실 분은 지금 예약하셔야 합니다.  투어 예약에 관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www.seattle.gov/light/tours/skagit. 

 가정집가정집가정집가정집 난난난난방방방방 절약절약절약절약  가정 집에 베이스보드나 월히터를 덕트없은 히트 펌프로 교환하면 난방비를 25에서 

50퍼센트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효율 장치는 세 부분으로 구성: 주 생활공간의 벽에 장착되는 실내 유닛; 콘크리트 패드 위에 설치되는 옥외 유닛; 그리고 무선 원격 제어 장치. 소음이 없는 팬은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키기 때문에 특별이 덥거나 찬 부분이 없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포함하여 일년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1,200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www.seattle.gov/ductless. 가전제품가전제품가전제품가전제품 리베이트들리베이트들리베이트들리베이트들  시애틀 시정부가 제공하는 가전제품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는 

www.seattle.gov/appliances 또는 전화 206.684.3800. 

 제품제품제품제품 리베이트리베이트리베이트리베이트/디스카운트디스카운트디스카운트디스카운트  
ENERGY STAR 냉장고  $50 리베이트 고효율 세탁기 $50 또는 $100 리베이트 

ENERGY STAR 히트 펌프 워터 히터 
$250 리베이트 덕트없는 냉, 난방 시스템 $1,200 리베이트 트위스트 앤 세이브 소형 형광 $2-$10 디스카운트 



전구, 픽스처 

WaterSense 라벨이 붙은  샤워헤드  

$10 디스카운트 

 오래된오래된오래된오래된 냉장고냉장고냉장고냉장고 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가정집에 오래된 여분의 냉장고나 냉동고는 새 모델에 비교하여 전기를 많게는 세 배를 소비합니다. 재활용 하세요. 저희들이 직접가서 픽업해드리고 $30을 드립니다. 전화 

206.233.COLD (2653) 또는 웹사이트 www.seattle.gov/refrigerator. 

 
Powerful Neighborhoods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2010년 이래 저희 Powerful Neighborhoods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20,000 이상의 독립 주택 가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들은 360,000 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를 받았고, 10,400 개의 물절약형 샤워헤드를 받았기 때문에, 일 년에 $1.2 백만불백만불백만불백만불 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은 1,400 개의 가정집에 공급되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올 해 저희들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고객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니저에게 요청시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eattle.gov/light/install.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어드바이저어드바이저어드바이저어드바이저 팁팁팁팁 소형 형광 전구에는 약간의 수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통에 막버리면 안됩니다. 바텔 드러그(Bartell Drug) 스토어, 홈디포(Home Depot), 로오스(Lowes) 등에서 재활용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twistandsave 을 방문하시거나 시티 라이트 에너지 어드바이저로 전화하십시오: 206.684.3800. 

 정전시정전시정전시정전시 전화전화전화전화 시티 라이트는 정전이 된 가정에 제한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전에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언제 복구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복구 진행 확인을 어디서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월-금요일 8 a.m.-5 p.m.까지 제공되며, 앞으로 주 7일 6 a.m.-9 p.m.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드리려면 우선 정확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번호가 바뀌신 분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하십시오: 

www.seattle.gov/light/Accounts/cust_info.asp. 
  우리우리우리우리 동네동네동네동네: 시티시티시티시티 라이트의라이트의라이트의라이트의 보수작업보수작업보수작업보수작업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하여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공사가 아래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쉐리단 비치: 지하 매립된 케이블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실리콘 주입 중; 

- SODO: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전선들의 위치를 옮기는 중; 

- Harrison Street/Aurora Avenue (시애틀 센터 동쪽 ): 전선들을 옮기기 위하여 볼트를 설치 중 ; 

- Mercer Street: 전선들을 매립 중 (Mercer 개선 프로젝트 중 일부); 



- Laurelhurst (웹스터 포인트 북쪽 ): 전선들을 개선 중; 

- Occidental Avenue South: 바이어덕트 공사를 위하여 전선들을 옮기는 중; 

- West Seattle,  Barton Street 남쪽: 가로등을 LED(발광 다이오드). 

 
 연락연락연락연락 정보정보정보정보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질문, 의견, 제안이 있으신가요? 전화 206.684.3000 또는 Tell Seattle City Light 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웹 www.seattle.gov/light)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Connie McDougall, connie.mcdougall@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