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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드리는 말씀 

시티 라이트가 환경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저희들은 수생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 의하면 

스캐짓 수력발전소 댐 하류 로 더 많은 무지개 송어의 서식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댐 

하류의 핑크 연어의 숫자가 1980년 초에 비교하여 400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어 

종류인 첨 새먼의 숫자도 증가하였고 치눅도 퓨젯 사운드의 그 어떤 강에 비교해도 가장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지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해 시티 라이트는 서비스 지역 내에 도시 

숲을 보호하고 더 좋게 만든 공로로 식모일 재단에 의하여 Tree Line USA Utility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05년 이래 탄소 배기가 제로였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보여줍니다.  

- 호레 카라 스코, 시애틀 라이트 국장 겸 최고 경영자 

 

더 많은 고객 서비스  

시애틀 시는 최근에 새로운 고객 서비스 센터를 시애틀 뮤니시펄 타워의 메인 로비에 열었습니다 

(700 Fifth Avenue). 센터에 오셔서 전기요금을 지불하실 수 있고, 애완동물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고,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을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6.684.2489로 전화하십시오. 

 

무료로 전구 재활용  

10 월까지, 시티 라이트와 시애틀 퍼블릭 유틸리티스는 에너지 절약 행사들을 펼칩니다. 헌 소형 

형광전구(CFL)를 갖고 오시면 새 것으로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장소와 날짜를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www.seattle.gov/twistandsave.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다시 시작 

두 번째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로 시티 라이트는 시애틀 수족관에 태양열 지붕을 설치합니다. 

시티 라이트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티 라이트는 태양열 집열판들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된 전기는 각 커뮤니티 솔라 

고객에게 그 만큼 연간 크레딧을 드립니다. 솔라 유닛은 하나에 $150이며 유닛을 한 개만 

구입하든 100개를 구입하든 고객이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communitysolar을 방문하십시오. 

 

 

 

 

 

 



저희에게 문의 

에너지 절약 또는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질문이 있나요? 시애틀 시티 라이트의 Energy 

Advisor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206.684.3800, 또는 이메일 SCLEnergyAdvisor@seattle.gov. 

 

컨테스트 및 달력  

Shrinking Bigfoot 컨테스트에서 아트와 사진 당첨자 12명의 작품이 2014 Shrkining Bigfoot 

달력에 실리게 됩니다. 달력은 각 $10에 판매될 것입니다. 모금한 돈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돕는 Project Share를 지원할 것입니다. 컨테스트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나 달력을 주문하시려면 아래 웹사이트 방문: www.seattle.gov/light/contest. 

 

이제 모두 온라인으로  

시티 라이트 정보는 온라인으로 찾기 쉽습니다:  

- 정전 지도는 현재 정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한 눈으로 보여줍니다;  

-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에너지 절약 팁 등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스 북과 트위터에서도 최근 시티 라이트 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로 한 번 들어가 보세요: www.seattle.gov/light. 

 

시티 라이트의 보수작업 

 현재 아래 지역에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Tukwila에서 Beacon Ave. S와 E. Marginal Way S. 사이: 더욱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하여 

10개의 전봇대를 교체하고 2개의 새 배전 피더들을 설치중입니다;  

- S.W. Burien과 Bryn Mawr: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위해 노후된 전봇대를 교환 중;  

- Shoreline: 지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하여 12th Ave. N.W. 도로를 포장 중;  

- Rainier Vista, High Point, Holly Park: 가로등 접지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중;  

- Pioneer Square (S. Washington St.. 3rd Ave. S.와 4th Ave. S. 사이): 안정된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 재구축.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을 방문하여 공사 표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시티 라이트 정보 

주소: 700 Fifth Avenue, Suite 320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웹사이트: www.seattle.gov/light  

유틸리티 콜 센터 206.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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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www.seattle.gov/light.  

 

http://www.seattle.gov/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