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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드리는 말씀 

친환경적인 풍부한 수력발전 전기가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티 라이트와 다른 지역 전기회사들과의 요금 비교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Tacoma    6.09 

Seattle    6.89 

Snohomish PUD   7.90 

Portland    9.07 

Puget Sound Energy  9.90 

 

시티 라이트를 전 미국 25 개 대도시들과 비교할 때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이 차트는 

또한 중간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을 보여줍니다.* 

Seattle    6.89 

Columbus    9.87 

New York City   22.94 

 
*모든 종류 고객들(가정, 상업, 공업)의 킬로와트 당 평균 요금(센트)를 보여줌; 2012 자료, 

가장 최근 자료. 

 

어떤 고객들은 전기요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합니다.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www.seattle.gov/light/assistance/)  

 

전기요금을 낮추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 번 호 라이트 

리딩은 전기 절약 방법과 에너지 보존으로 돈 절약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 호세 카라스코 전력국장 겸 CEO 

수족관 지붕에서 

시애틀 수족관(Seattle Aquarium) 지붕에 최근 설치한 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Community Solar)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 집광판들을 

설치 후 전기 발전량을 킬로와트-시간과 더불어 현재 태양열 발전량을 보여줍니다. 그 

피드를 따라가 보십시오: http://tinyurl.com/solarlivedata 

커뮤니티 솔라에 투자하시면 발전량 만큼 전기요금에서 크레딧을 받게 되고, 자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요금 절약 혜택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communitysolar 참조. 

시애틀에 태양열? 네. 

http://www.seattle.gov/light/assistance/
http://tinyurl.com/solarlivedata
http://www.seattle.gov/communitysolar


솔라라이즈 시애틀(Solarize Seattle) 프로그램은 시티 라이트 고객들에게 태양열을 

쉽게 그리고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단체들 및 지역 설치업체들과 파트너쉽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료 웍샵과 솔라 장치 단체구입 및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2,000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티 

라이트의 협조로 솔라라이즈(Solarize) 프로그램은 이제 웨스트 시애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olarizewa.org/get-started. 

 

에너지 보존 영웅들 

전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회사가 되려면 팀웍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시티 

라이트는 자신의 몫을 한 고객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들은 핫터브(온수 욕조)를 좋아했는데, 매니저 어드바이저 전화해 본 결과 바로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지요. 에너지 어드바이저는 

터브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을 두 개 주었습니다: 타이머와 버블 커버였습니다. 이 

어드바이스를 따른 결과 전기요금 나올 때마다 10%를 절약했습니다. 일년이면 $240." 

- 앤과 캐롤 

 

에너지 보존 영웅같이 절약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에너지 보존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나요? 에너지 어드바이저에게 206.684.3800 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하십시오: SCLenergyadvisor@seattle.gov. 

 

전기 미터 검침 개선  

일정 기간 동안 전기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보기 위하여 시티 라이트 직원이 전기 

미터기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기준하여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검침 효과를 

늘리고 돈도 절약하기 위하여 시티 라이트는 전기 미터기를 확인하는 운전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서 보내는 날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청구서 

기간 안에 일수들은 현재 청구서에 반영된 일수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Yesler Way 남쪽 지역에 사는 고객들부터 이러한 청구서 변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터기 검침 일정 변경은 www.seattle.gov/light/meterroutes 

 

스캐깃 투어 

이 번 여름 노스 캐스케이드에 있는 시티 라이트 수력발전소 스캐깃 투어 예약을 

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www.skagittours.com 또는 전화 360.854.2589.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저희 보수반이 이 지역에서 작업 중입니다. 

http://solarizewa.org/get-started
mailto:SCLenergyadvisor@seattle.gov
file://lc01users/www.seattle.gov/light/meterroutes/
http://www.skagittours.com/


View Ridge, Pioneer Square, SODO, Burien, Seattle, Shoreline,-West Capitol Hill 

각종 위치는 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방문하여 빨간 공사 표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 팁 

시티 라이트 웹사이트에는 전기 안전 수칙이 실려있고 안전 브로셔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jZYzuK.”  - Uzma Siddiqi, Seattle City Light 전기 시스템 

엔지니어 

연락 정보: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정보: www.seattle.gov/light 또는 전화 206.684.3000 

라이트 리딩은 스페인어, 월남어, 중국어, 소말리, 타갈로그,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light/pubs/lightreading.asp 

  

http://www.seattle.gov/light/construction
http://bit.ly/1jZYzuK
http://www.seattle.gov/light
http://www.seattle.gov/light/pubs/lightreading.asp


선도적인 친환경적 전력회사 

시애틀 시티 라이트 고객으로서 고객들은 미국 대도시들 중에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90% 이상의 전력은 

재생 에너지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은 수력발전입니다.  
 

수력발전을 넘어서 

시티 라이트의 그린 업(Green Up)1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2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객들의 구입을 지열, 바람, 

바이오가스 등 지역 재생가능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또한 지역 시연 및 교육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러한 개발을 장려합니다. 그린 업에 함께 

참여하시면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한편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북서부 지역의 독립 업체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3 년 그린 업 전력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구성했습니다: 

64% 지열 (아이다호 주) 

14% 소분뇨 바이오개스 (워싱턴 주와 아이다오 주) 

14% 바람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3% 소규모 수력 (아이다호 주) 
 

2014 년 그린 업 에너지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60% 지열 (아이다호 주) 

12%  소분뇨 바이오개스 (워싱턴 주와 아이다호 주) 

25% 바람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3% 소규모 수력 3 (아이다호 주) 
 
1 이 수치는 저희가 제공하기로 계약한 에너지. 실제 수치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저희는 고객이 구입하는 전력의 실제 자원 혼합비를 앞으로 매년 보고할 것입니다.  
2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는 2000 년 1 월 1 일 및 그 이후에 처음으로 상업적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에서 생성.  
3 자격조건이 되는 수력발전소들은 Green-e Energy National Standard 에 의하여 정의되며, 

Low Impact Hydropower Institute 가 인증한 발전소들을 포함; 총 정격 용량 5MW 또는 

미만의 흐르는 강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소들; 파이프라인 안 또는 용수로 안에 터빈이 있는 

발전소들. 
 

시애틀 시티 라이트 전력 자원들* 

92.4%   수력 

4.1%   바람    

2.5%   원자력** 

0.5   석탄**  

0.5%    기타***  
 

* 2012, 가장 최근 수치. 

**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에서 구입한 전력의 일부. 

***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쓰레기, 석유, 매립지 가스 및 기타 연로. 



그린 업에 참여! 

기본 전기 요금에 추가로 한 달에 $3 (200 kWh), $6 (400 kWh) 또는 $12 (800 kWh) 

구입하시면 그린 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시애트 시티 라이트 고객들은 한 달에 평균 

800 kWh 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사용 고객들의 경우, 이 상품은 추정 전기 사용량의 

100 퍼센트까지 매치하도록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린 업에 등록하려면 아래 정보를 기입하셔서 시티 라이트 전기 요금 내실 때 함께 

동봉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Green Up, Seattle City Light,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친환경, 재생가능 북서부 지역 전력 발전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3 (200 kWh 을 구입) 

 한 달에 $6 (400 kWh 을 구입) 

 한 달에 $12 (800 kWh 을 구입) 

 본인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한 달에 $ ________을 더 추가하기 원함 

여러분의 그린 업 참여는 2 개월마다 발송되는 전기요금 통지서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서비스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우편 주소(위와 다른 경우)  

시:      주:   우편번호: 

계정 번호:  이메일: 

 

상용 전력으로 그린 업을 사용하는데 관심있나요? 질문이 있나요? 206.684.3800 로 

전화하거나 www.Seattle.gov/GreenUp 방문. 

 

Green-e Energy™ 프로그램은 그린 업이 Resourced Solutions 을 위한 비영리 

센터가 설정한 최소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합니다. Green-e 

Energy™ 인증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1.888.63-Green 또는 

www.green-e.org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