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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ght 전력 공급지 중 방문해야 할 10곳 

City Light 의 주인은 투자자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그러므로 City Light 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곳 중 방문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현지 10 곳의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1. Skagit Boat Tours: 산중에 위치한 City Light 의 Skagit Hydroelectric Project(스캐깃 수력 

전기 프로젝트)에 관해 알아보고 아름다운 North Cascades 를 만끽해보십시오. 

 

2. Seattle Center 의 Sonic Bloom - 이 태양열 동력 예술 전시물에 설치된 33 피트 높이의 꽃 

모양 조각들을 감상해보십시오. 

 

3. Seattle Aquarium - 야외 데크에서 전국 아쿠아리움 중에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옥상 

태양광 디스플레이를 감상해보십시오.    

 

4. Woodland Park Zoo - 동물원의 푸드코트에 들러 커뮤니티 태양열 프로젝트를 구경해보고, 

태양열 동력 회전목마도 경험해보십시오. 

 

5. Safeco Field - LED 조명이 필드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해보십시오.  

 

6. Jefferson Park - 태양 전지판 지붕이 있는 쉼터에서 피크닉을 즐겨보십시오. 이 

프로젝트에서만 1 년간 10 개 가정이 족히 사용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 Bullitt Center -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상업용 빌딩을 둘러보며 City Light 와 맺은 

특별한 파트너십에 관해 질문해보십시오. 

 

8. Pike Place Market - 전국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공공 시장 중 하나이며 지금은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뀐 이곳에서 커피, 꽃 등을 구매해보십시오.   

 

9. Seattle Great Wheel - 다양한 색상의 LED 디스플레이로 밝게 빛나는 Wheel 에 몸을 

실어보십시오. 

 

10. Paramount Theater - 에너지 효율적인 LED 로 교체된 샹들리에를 비롯해 4,800 개의 

전등을 확인해보십시오. 극장의 연간 총 원가 절감액이 $43,000 에 달합니다. 단 하나의 

샹들리에에서 절약되는 에너지만으로도 시애틀 한 가정에 1 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 관련 추가 지원 

시애틀의 Edward Murray 시장과 Seattle Housing Authority(SHA, 시애틀 주택공급 당국)은 

10,000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SHA 가구를 자동으로 포함하게 될 Utility Discount 

Program(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직접 지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재활용, 하수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www.seattle.gov/light/assistance/를 

방문하여 Utility Discount Program 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Skagit Tours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대로, City Light 의 새로운 투어 보트로 Diablo Lake 를 돌며 

뱃머리에서 촬영한 GoPro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ww.seattle.gov/light/DiabloVideo. 이 호수 투어는 올여름 North Cascades 를 만끽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방문 예약은 www.skagittours.com 에서 해주십시오.   

 

오븐 없이 요리하기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여 올여름 에너지도 절약하고 가정의 온도도 더 서늘하게 

유지해보십시오. City Light 에서 오븐이 필요하지 않은 레시피가 담겨 있는 2 가지 온라인 

요리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리책은 www.seattle.gov/light/cookbook2013 과 

www.seattle.gov/light/cookbook2014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City Light 보수작업 

당사 보수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업 

현장 위치를 확인하려면 www.seattle.gov/light/atwork 를 방문하여 오렌지색 원뿔을 클릭해 

주십시오.  

 

현장 안전 팁 

"실외에서 여름 관련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사를 

예방하려면 송전선 근처에서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고, 연장선에 물기가 없게 

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light/assistance/
http://www.seattle.gov/light/DiabloVideo
http://www.skagittours.com/
http://www.seattle.gov/light/cookbook2013
http://www.seattle.gov/light/cookbook2014
http://www.seattle.gov/light/atwork


-Shannon Fitch, City Light 보수반 직원 

 

연락처: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Suite 2822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질문이나 의견 또는 제안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206) 684-300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