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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국장 겸 CEO 

 

시티 라이트의 모든 직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기 공급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희들은 겨울에 하지 못했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티 라이트는 데니 변전소 공사 초기 단계에 있으며, 30년만에 변전소 설치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특히 성장하는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하이텍, 생물의학 산업에 증가하는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작업팀은 오염된 흙을 파서 버린 다음, 깨끗한 흙으로 채운 후, 거리와 보도를 

복구할 것입니다. 

 

한편 매우 중요한 공공 안전 프로젝트로 승인된 새로운 엘리엇 베이 방파제 건설을 위해 저희들은 전기 

유틸리티들을 옮기고 새 전봇대에 오버헤드 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업팀은 또한 퍼스트 힐에서 노후된 나무 전봇대를 대체하고 전선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노란색 시티 라이트 트럭과 작업팀을 길에서 보시면 이들은 미국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전기 절약 레시피 컨테스트 

시티 라이트는 Cooking With Kilowatts라는 컨테스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 오븐에서 굽는 

음식의 레시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만드십시오).   이 컨테스트의 도전은 누가 가장 전기를 적게 

쓰면서 음식을 만드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차트를 보시면 전자레인지는 오븐보다 전기를 적게 

소비합니다.  

 

가전제품 온도 시간 에너지 비용* 

전기 오븐 350 F 1시간 2.0 kWh 19 센트 

토스터 오브 425 F 50 분 .95 kWh 9 센트 

Crockpot 200 F 7 시간 .7 kWh 7 센트 

전자 레인지 "높음” 15 분 .36 kWh 3 센트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에서 발췌)  

* 9.5 센트/kWh로 추정 

 



레시피를 제출하는 고객 모두에게 약소한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레시피가 선정된 사람은 또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컨테스트의 규칙, 상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와 어떻게 레시피를 제출하는지는 

www.seattle.gov/light/recipe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달력 컨테스트 

시티 라이트는 3-6세 어린이들을 위한 컨세트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Shrinking Bigfoot 컨테스트인데, 올 

해가 두번째 입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12개의 그림과 사진들은 2014년 Shrinking Bigfoot 달력에 실릴 것입니다.  달력 판매 

이익금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들을 돕는Project Share로 갈 것입니다. 자세한 애용은 

www.seattle.gov/light/contest. 

 

전기 요금 절약, 집수리 

시티 라이트는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집수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684.3417로 전화하시거나 시애틀 시티 라이트 유틸리티 디스카운트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eattle.gov/light/discount. 잘하면 전기 요금을 60퍼센트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집수리 론 프로그램과 HomeWise weatherization Program은 시애틀 주택국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206.684.0244 또는 www.seattle.gov/housing. 

 

YouTube에서 시티 라이트  

YouTube에 가시면 에너지 절약 방법과 그밖에 다른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user/SeattleCityLight. 동영상 목록에서 범주별로 선택하십시오: "Videos," "Uploads," 그리고 

"Playlists"에서 클릭하십시오. 

 

시티 라이트 연락 정보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화 206.684.3000 또는 Tell Seattle City Light로 이메일하세요 (온라인 

www.seattle.gov/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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