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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리딩 고객 소식지 

 

전력국장이 드리는 말씀 

지난 7월 시애틀 시의회는 시티 라이트의 6년 전략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개선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고객들은 더욱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로 일반 가정집 고객의 전기요금은 2013년 1월부터 약 4.7퍼센트가 인상될 것입니다. 

실제 전기요금은 월 $2.90 또는 연 $34.86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의 경우, 에너지 보존을 하면 전기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웹사이트로 가시면 어떻게 하면 에너지 보존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Uwww.seattle.gov/light/conserve/U.  

 

시티 라이트는 또한 전기요금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Uwww.seattle.gov/UDPU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UUDP@seattle.govU, 또는 전화 

206.684.0268. 그밖에 저희 Project Share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Uwww.seattle.gov/light/help/share/U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거나 또는 206.684.3000으로 

전화하십시오. 

 

Project Share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시티 라이트의 2013년도 달력을 $10에 사시면 

수익금은 이 프로그램으로 가게됩니다. 이 달력에는 Shrinkinbg Bigfoot 에너지 보존 

미술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의 작품이 실려있습니다. 

달력은 11월 말부터 배포됩니다. 온라인 주문: 0TUwww.seattle.gov/light/contest/U0T; 시티 라이트의 

North 또는 South Service Center에 가시거나 다운타운에 있는 저희 방문센터에 가셔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11-12월 청구서에 주문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팁  

가을과 겨울에 주택을 단열처리하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전기요금도 낮춥니다: 창문들을 코킹하고, 

바깥 문에는 테이프로 틈을 막고, 다락과 벽은 단열처리하십시오. 시애틀 시정부의 Community 

http://www.seattle.gov/light/contest/


Power Works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열처리 리베이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www.communitypowerworks.orgU 방문.  

 

에너지 보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시애틀 시티 라이트의 Energy Advisor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206.684.3800, 또는 이메일 USCLEnergyAdvisor@seattle.govU. 

 

새로운 전구 기준  

올해부터 미연방정부는 우선 100와트짜리 백열전구를 시작으로 비효율적인 전구들의 사용을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75와트 백열전구가 폐지될 것입니다. 전구들은 최소한 

30퍼센트 더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CFL(소형 형광등)과 LED(발광소자)가 있습니다. 

0TUwww.seattle.gov/twistandsaveU0T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전구들과 그밖에 다른 기구들의 디스카운트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시즌에 새 TV 구입 

평판 스크린 TV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기 소비가 적은 모델을 구입하십시오. LCD TV는 

플라즈마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화면 크기도 관계됩니다. 52인치 LCD TV는 32인치 화면보다 

전기를 거의 두 배 더 소모합니다. 아래 웹사이트로 가시면 에너지 효율 모델들과 상점들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Uwww.energyefficientelectronics.orgU. 

 

폭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Take Winter라는 아래 웹사이트로 가셔서 정전이나 그밖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십시오: 

0TUhttp://seattle.gov/light/twbs/U0T.  

 

이메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정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를 절대로 제 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고객계좌 정보로 

간주됩니다. 0TUwww.seattle.gov/light/Accounts/cust_info.aspU0T로 가셔서 주소와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저희 보수반이 이 지역에서 작업중입니다: 

SODO: 공급 용량을 늘리고 터넬 뚫는 기계를 위해 전선들을 옮기는 중; 

- Harrison St./Aurora Ave. (Seattle Center 동쪽): 전선들을 옮기기 위해 케이블 풀링 중; 

http://www.seattle.gov/twistandsave
http://seattle.gov/light/twbs/
https://www.seattle.gov/light/Accounts/cust_info.asp


- Laurelhurst (Webster Point 북쪽):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 케이블을 대체 중;  

- First Hill: 전선 크기를 높여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전봇대 대체 작업; 

- Rainier View: 나무 전봇대들을 바꿔서 전기 공급 신뢰와 용량을 늘리기 위해 새 볼트, 전봇대, 

도관을 설치 중; 

- Gatewood: 용량을 늘리기 위해 전선들을 전환 중; 

- Pioneer Square: Cherry와 Columbia 사이 First Ave.에서 새 케이블을 풀링하여 지하 기반구조를 

업그레이드 중; 

- Ambaum Way/Hurstwood와 Innis Arden/The Highlands: 지하 케이블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리콘을 주입 중. 

0TU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U0T을 방문하여 빨간 공사 표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나무 치기 

가을과 겨울은 눈이 쌓이면 부러질 죽은 나무가지를 미리 자르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무가지를 치기 전에 시티 라이트에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작업반은 가정집과 저희 

전선으로 연결되는 전기를  최고 12시간까지 단전 시킬 수 있습니다 - 시티 라이트 고객에게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206.386.1733으로 연락하십시오 — 오직 면허가 있는 업체들만이 

전선과 가까운 나무를 칠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