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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드리는 말씀 

지난 2개월 동안, 전기 버스나 시애틀 타임즈 신문에서 시티 라이트의 새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그린 파워"라고 부르는데,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 전력회사라는 매우 대담한 메시지입니다.  

 

시티 라이트가 깨끗한 수력전기를 만들어 내고, 연어들을 보호하고, 낮은 전기요금과 제로 

탄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실제 예들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시티 라이트가 환경보전에서 전국 제일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nationsgreenest.org. 

- 호세 카라스코 전력국장 

 

테이크 윈터 바이 스톰(Take Winter By Storm)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 대비하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공공-민간 조직인 Take Winter By Storm의 자랑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웹사이트 툴을 

이용하여 미기상청의 실시간 날씨와 레이더를 확인하고, 도로와 교통 정보, 휴교 정보 및, 

그밖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십시오. http://takewinterbystorm.org/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 

 

전구 라벨 읽는 방법 

참여 상점에서 시티 라이트의 Twist & Save 로고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효율적인 전구를 

구입하실 때 할인을 받으십시오. 올바른 전구 선택 방법은 www.Seattle.gov / 

twistandsave를 방문하십시오. 

 

시티 라이트 에너지 고문이 드리는 정보  

대부분의 컴퓨터와 모니터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력을 소모합니다. 장치의 전원을 

완전히 끄려면 스마트 파워 스트립을 사용하십시오. 에너지 절약에 관한 아이디어는 

SCLEnergyAdvisor@seattle.gov에서를 방문하시거나 206.684.3800로 전화하십시오. 

 

일년내내 안락감 

제한된 시기 동안, 전기 히터를 덕트없는 미츠비시 히터 & 쿨링으로 바꾸면 참여 

시공자를 통해서 300불을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 라이트가 제공하는 

1,500불 우편 리베이트 이외에 추가로 받는 할인입니다(제한 사항 적용). 덕트 없는 난방 

장치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25-50퍼센트까지 절약하고, 열을 고르게 순환하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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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 / DuctlessOffer를 방문하거나 전화 

206.684.3800의 에너지 고문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냉장고 재활용 

시티 라이트가 전기 잡아 먹는 헌 냉장고를 가져다어떻게 재활용하느냐구요? 이 짧막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bit.ly/1all341. 

저희는 헌 냉장고를 무료로 픽업하면서 30불 리베이트까지 드립니다. 206.233.2653으로 

전화하거나 www.seattle.gov /fridge를 방문하십시오.  

 

환경보전- 보다 더 푸르게 

작은 수력 발전, 지열, 가축 바이오가스, 바람과 같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더욱 높이십시오. 

월 전기 요금에 $3, $6, $12을 추가하여 시티 라이트의 그린업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www.seattle.gov/green 또는 전화l 206.684.3000. 

 

폭풍우 안전 

폭풍우 계절 중에 땅에 떨어진 전선을 주의하십시오. 땅에 떨어진 전선은 항상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타고 있는데 전선이 떨어지면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으십시오. 남을 도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십시오. 시티 라이트의 정전 온라인을 방문하시면 정전 최신 정보를 24/7 얻을 수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 

 

고급 미터기에 대해 알아보기 

시티 라이트는 고급 미터기에 관하여 시애틀 지역 시민들과 미팅을 올 해 몇 차례 

가졌습니다. 미팅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2015년부터 40만개 이상의 미터를 

고급형으로 바꾸려는 시티 라이트의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의견도 남겨 놓으십시오: 

www.seattle.gov/light/ami/  

 

60% 절약 

저소득층 시민들은 시티 라이트와 시애틀 공공 시설국으로부터 전기요금 보조를 — 

60%까지 절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attle.gov/light/accounts/assistance/. 

 

Shrinking Bigfoot 달력  

시티 라이트가 주최한 Shrinking Bigfoot 대회에 참석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아트와 

아이디어를 제출한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입선한 어린이들 이름과 이 어린이들 

작품이 실린 2014년도 Shrinking Bigfoot 달력 구매는 

www.seattle.gov/light/calendar/ 방문. 달력 판매 수익금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Project Share에 쓰입니다.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저희 보수반이 이 지역에서 작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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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lake: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Boston Terrace 지하 매립선들을 대체 중; 

- Pioneer Square: (S. Washington St. 3rd Ave. S와 4th Ave. S 사이) : 용량을 늘리고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볼트 재구축과 용량을 증가시키고 안정성 유지를 위해 덕트 뱅크를 

설치 중; 

- Burien과  킹 카운티내 비자치 구역 여러 곳: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 오래된 전봇대 

80개를 대체 중;   

- Holly Park: 가로등 시스템 개선 중.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을 방문하여 빨간 공사 표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질문이나, 의견 또는 제안하실 것이 있나요? 전화 206.684.3000 또는 Tell Seattle City 

Light로 이메일(온라인 www.seattle.gov/light ). 

편집장: Connie McDougall, connie.mcdougall@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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