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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국장이 드리는 말씀 

시애틀 시티 라이트는 생산적인 2012년을 보냈으며, 역동적인 2013년을 기대합니다. 

 

작년, 우리는 11,500개의 발광소자(LED)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말은 곧 가정 

고객들의 3분의 2가 이제 새 전구를 설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구들은 일반 

전구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며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모든 전구들이 LED로 대체되면 

전기회사는 매년 약 3백불을 절약하게 됩니다.   

 

2012년에 또 다른 성취는 시애틀 시의회의 6개년 전략계획 승인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승인으로 시티 라이트는 필요한 투자를 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전기 요금이 약 4.7퍼센트가 오르게 

됩니다. 가정집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2.93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요금을 못내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월-2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함께 

첨부될 것입니다.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 Electric Payment Assistance Program은 $250 이상의 전기요금을 못내서 긴급 또는 

단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0TUSCL_InforElia@seattle.govU0T 또는 전화l 206.684.3688. 

- Project Share는 전기요금 납부 긴급 지원을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0TUwww.seattle.gov/light/help/shareU 또는 전화 206.684.30000T. 

- Budget billing 은 자격이 되는 고객들에게 12개월 기간 동안 월 전기요금을 

평균화하여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Uwww.seattle.gov/light/budgetU 또는 

전화 206.684.3000. 

- Ebilling은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 우표와 봉투를 

절약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TUwww.seattle.gov/light/accountsU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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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에 있을 때는 온도를 68도로, 밤에 또는 집에 없을 때는 온도를 55도(또는 

꺼두거나)로 맞춰놓으세요. 1도 낮출 때마다 전기요금이 2-5퍼센트 내려갑니다. 

- 구멍난 곳이나 금이 간 곳을 코크를 처리하고, 바깥 도어들은 웨더 스트리핑을 하세요.  

- 퍼니스 필터를 갈아주고, 히팅 유닛에 먼지를 진공소제기로  청소하세요. 

- 샤워는 짧게하고, 워터 히터 온도는 120도 미만으로 맞춰놓으세요. 

- 세탁기의 세탁 및 헹굼 사이클은 찬 물을 사용한다.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세척기는 

잔뜩 모아서 돌리세요. 

- 소형 형광등(CFL)을 사용하세요. 이 형광등은 백열 전구보다 전기 소모가 75퍼센트가 

낮고 수명도 10배 이상 갑니다. 

-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오래된 냉장고는 재활용하여 연 전기요금을 $150까지 

절약하세요. 헌 냉장고를 무료를 집어가고 $30 리베이트까지 받으시려면 233-COLD로 

전화하세요  

- 전자레인지, 토스터 오븐, 슬로 쿠커로 조리를 한다. 이러한 가전제품은 오븐보다 전기 

소모가 반밖에 안됩니다.   

- 집이 춥거나 외풍이 많이 들어오나요?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가정집 

단열처리를 해드립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전화 206.684.0244 또는 

Uwww.seattle.gov/housing/homewiseU을 방문하세요.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 

시티 라이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각종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전지역 지도로 정전 상태를 추적; 

- 페이스북, 스튀터, 저희 파워 라인스 블로그를 방문하여 시티 라이트 뉴스를 보십시오; 

- Tell Seattle City Light 링크를 따라가시면 고객 서비스 직원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Uwww.seattle.gov/lightU. 

 

안전제일 

전선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위험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땅에 떨어진 전선 보고는 911로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