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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전력국장이 드리는드리는드리는드리는 말씀말씀말씀말씀 고객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티라이트는 6개년 전략 계획을 개발하였고, 시애틀시의회는 7월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13년 1월부터 4.7퍼센트의 요금인상이 포함되는데, 일반 가정집의 경우 월 평균 $2.90가 증가됩니다. 이 계획은 매 2 년마다 재검토될 것입니다. 우리 요율이 다른 전력회사와 비교하여 어떤지 보시려면 

www.seattle.gov/light/2013Rates를 방문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 하나요?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높은 신뢰도를 뜻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요율과 미래의 지침으로, 우리는 South Lake Union에 새로운 변전소 설치 등 필요한 투자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30년만에 처음입니다.  

 요금 인상이 환영 못받는다는 것 저도 잘알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들에게는 특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UDP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UDP@seattle.gov, 또는 전화 

206.684.02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팁팁팁팁 

WaterSense 정격 효율적인 샤워기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에너지와 물 비용에서 가구당 연 평균 

$40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시티 라이트는 WaterSense 정격 샤워기 구입시 $10까지 즉석 할인을 제공합니다.  seattle.gov/light/conserve/showerhead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206.684.3800 (제한되는 공급)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에너지 보존이나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시애틀 시티 라이트 에너지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206.684.3800 또는 이메일 SCLEnergyAdvisor@seattle.gov.  

 재활용재활용재활용재활용 및및및및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절약절약절약절약 시티 라이트 및 시애틀 공공 유틸리티는 10월과 11월 중 참여 상점들에서 일련의 에너지 절약 행사를 갖습니다. 소모된 컴팩트 형광 전구(CFL)를 갖고 오시면 새 CFL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고객 당 3 개의 표준 13 와트 CFL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오직 특별 행사시에만 바꿔드립니다. 수량이 제한되었습니다.) 행사에 오신김에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기구, 가전기 등이 얼마나 돈을 절약해 드리는지 알아보십시오. 행사장 위치, 날짜 및 시간은 seattle.gov/twistandsave를 방문 하십시오.  

 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절절절절약약약약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나있나있나있나?  시티 라이트는 3-6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소 발자국(온실 가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림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10 월 12 일이며, 

12개의 수상 작품을 선정하여 2013년 달력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달력은 $10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시티 라이트의 비상 펀드인 Project Share에 적립되어 전기요금을 못내는 고객들을 돕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컨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eattle.gov/light/contes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해주셔서해주셔서해주셔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시티 라이트는 전력회사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J.D. Power & Associates가 실시한 2012년도 가정집 유틸리티 만족 설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티 라이트는 중간 규모의 전력회사들 중에서는 2011년 6위에서 2위를 뛰어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126개의 전력회사들 중 2011년 

25위에서 올해 1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폭폭폭폭우에우에우에우에 대비대비대비대비 정전이 되면 시티 라이트의 보수반이 즉시 복구에 들어갑니다. 정전시 가족들을 위한 비상 키트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take winterbystrom.org를 방문하십시오.  

 시티시티시티시티 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 보수작업보수작업보수작업보수작업  시티 라이트 보수반이 여러분의 동네에서 보수 작업 중입니다.  

- Innis Arden과  Highlands: 지하 매립된 케이블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실리콘을 주입 중;  

- SODO: 터넬 뚫는 장비들을 위한 전기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전선들을 옮기는 중; 

- Harrison St./Aurora Ave. (시애틀 센터 동쪽): 전선들을 옮기기 위해서 케이블을 교체하고 있는 중;  

- Laurelhurst (Webster Point 동쪽): 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 케이블을 교체하는 중 

- Brandon St. 남쪽에서 남부 서비스 경계선 까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  

- First Hill: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전봇대 설치하고 더 큰 전선으로 교체하는 중;  

- Rainier View: 전기 배선의 신뢰도와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나무 전봇대들을 교체 중;  

- Gatewood Hills: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전선들을 교체하고 있는 중.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로 가셔서 공사 표지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료연료연료연료 혼합혼합혼합혼합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시티 라이트의 연료 혼합 보고서는 워싱턴 주 커뮤니티 무역 및 경제 개발국이 제공하고 있으며 2011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수력               92.4% 풍력     4.1% 원자력*    2.5% 석탄*           .5% 기타 **      .5% 합계    100.0% 

*이 연료들은 BPA가 제공하는 전력의 일부입니다.  

** 기타 연료에는 천연 가스, 바이오 매스, 폐기물, 석유 및 쓰레기 매립장 가스가 포함됩니다.  

 공공공공공공공공 전력전력전력전력 기념기념기념기념 (Public Power Week)  

 저희들은 10월 7-13일을 공공 전력 주로 정하고 기념합니다. 공공 소유의 전력 시스템의 장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www.seattle.gov/light/publicpower.  

 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질문,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신가요? 전화 206. 684. 3000 또는 이메일 Tell Seattle City Light  (온라인 

www.seattle.gov/light).  편집자: Connie McDougall, connie.mcdougall@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