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 READING: 시애틀 시티 라이트 고객 소식지 

2016 년 1 월-2 월호 

 

저희 퍼즐 대회에 참여해 주세요. 

시티 라이트 크로스 워드 퍼즐을 풀면서 에너지 절약 안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도 테스트해보고 Kindle 

Fire(킨들 파이어)를 받을 기회를 가져보세요. seattle.gov/light/pubs/lightreading.asp 에 방문하여 

2016 년 1 월-2 월호 라이트 리딩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온라인 

퍼즐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시애틀 시티 라이트 

에너지 어드바이저에게 (206) 684-3800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ConservationHero@seattle.gov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는 새로운 계량기 

시티 라이트는 2017 년부터 당사 서비스 지역 전역에 한 단계 진보한 전력량계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다음을 통해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계정 잔고 정보 

-향상된 과금 절차 

-보다 빠른 정전 대응  

-고객에게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이 선진형 계량기가 전송하는 신호의 세기가 일반 휴대전화보다 약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무선 네트워크가 고객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eattle.gov/light/ami/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 변경 

시애틀 시의회가 공공사업 전략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16 년 고객 요금이 4.9% 인상됩니다. 본 

계약을 통해 시티 라이트는 고객들께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 변화로 

인하여 일반 주거용 고객의 경우, 대략 월 $3.15 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기: 에너지 넘치는 선물 

실외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 전기 요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Project 

Share(프로젝트 셰어)는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세금 공제가 되는 선물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seattle.gov/light/ProjectShare/shareform.asp) 일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액수를 명시하여 주시거나 일회성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 Project Share 앞으로 발행하셔서 시티 라이트 납부금에 포함하거나 다음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City of Seattle  

Treasu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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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발견하고 신고하고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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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즉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공사업 이용 고객들을 협박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seattle.gov/light/EndScams 에 

방문해 주십시오.  

현장 안전 팁  

 
"정전 기간에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다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절대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고 안도 실내로 간주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Ed Hill, 시티 라이트 에너지 공급 감독관 

우리 동네: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당사 보수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아래 지역에서 보수작업 진행 중입니다. 

• Holly Park: 가로등 업그레이드 

• Seattle, King County, Burien(여러 장소): 전봇대 교체  

• Elliott Bay: 방파제 사업을 지원하여 지하 시설 복원  

• 중앙구역: E. Pine Street 변전소에 새로운 변압기 설치  

• South Lake Union/Denny Triangle: 새로운 Denny 변전소를 위해 지중실 및 지중관로 설치  

 

http://www.seattle.gov/light/EndScams


• Blue Ridge: 전기 케이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위해 지중관로 및 지중실 설치  

이 리스트는 일부만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eattle.gov/light/atwork 를 방문하여 

오렌지색 원뿔을 클릭해 주십시오.  

 

시티 라이트 정보 

700 Fifth Avenue, Suite 2822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www.facebook.com/SeattleCityLight 

www.twitter.com/SeaCityLight  

질문이나 의견 또는 제안하실 것이 있나요?  

(206) 684-300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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