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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드리는 말씀 

시티 라이트는 환경 지킴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고 저희 전략적 계획도 그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환경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들의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www.seattle.gov/light/environment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티 라이트가 환경 보호에 그리고 저희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수력발전 전기를 공급하는 한편 시티 라이트는 연어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복구할 뿐 아니라 에너지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 호레 카라스코, 전력국장 겸 CEO 

 

낱말 맞추기 대회 

시티 라이트는 1977년부터 고객들의 에너지와 돈을 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에너지 구호인 “Go Green and Get Green”이 시티 라이트 낱말 맞추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티 라이트 전기 요금 청구서와 함께 보내드릴 1-2월 소식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낱말을 

맞춘 사람은 Kindle e-reader를 탈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twistandsave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백열전구는 이제 안녕 

비효율적인 75와트와 100와트 백열전구는 이제 이미 사라졌고 이제 40와트와 60와트 

백열전구도 연방정부 에너지 효율 기준에 의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점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전구들만 팔 것입니다. 시티 라이트의 즉석 할인과 전구를 살 

때 팁 등을 www.seattle.gov/twistandsave에서 알아보십시오. 

  

에너지 어드바이저 팁 

에너지 보존은 여러분이 새 해에 실천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결의입니다. 에너지 보존을 

하면 돈이 절약되고 살고 있는 커뮤니티,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티 

라이트는 많은 에너지 보존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TIPS을 방문. 

 

보기에 좋게 
저희 서비스 지역내에 이중 전봇대 숫자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전봇대들은 

케이블 회사들과 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봇대에 관한 문의는 206.684.POLE 

(7653)으로 전화 또는 scl_dblpole@seattle.gov로 이메일 하십시오. 전봇대에 부착된 

검정색과 노란색의 7자리 숫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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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고객들에게 60%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Light/Discount 참조. 순전히 고객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Project Share는 전기 요금을 못내는 고객들에게 비상 도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help/share/ 또는 전화 206.684.3000. 

 

겨울 대비(Take Winter By Storm) 

시티 라이트는 겨울 궂은 날씨에 주민들을 돕는 Take Winter By Storm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takewinterbystorm.org/에서 접속하시면 국립기상청의 날씨 정보, 

거리와 교통정보, 휴교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시티 라이트는 정보 뿐 아니라 흥미로운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www.youtube.com/user/SeattleCityLight을 방문. 

 

LED 가로등 

시티 라이트는 4만개 이상의 주택가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적인 LED로 이미 교체했고 

이제 큰 거리의 가로등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LED는 더 밝고,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소모도 줄여주고, 돈도 절약합니다. 

 

안전 팁  

"정전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차고나 카포트를 포함하여 절대로 실내에서 

발전기를 돌리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집 안에 이산화 탄소 알람을 설치하십시오." - 

제임스 알렉산더, 시티 라이트 보수 책임자 

 

정전이 되었다구요? 

정전시 신속한 정보: 

-online outage map: www.seattle.gov/light/sysstat/ 

-mobile phone app: www.seattle.gov/light/mobile/ 

-Twitter: twitter.com/SEACityLight 

-Facebook: www.facebook.com/SeattleCit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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