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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요금을 절약하세요 

절전형 세탁기를 구입하여 City Light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으세요. 절전형 

세탁기는 신규 표준 세탁기보다 효율성이 높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25% 및 물 사용량의 40%가 줄어듭니다. 

-고용량 세탁기여서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전 주기가 향상되어 건조 시간이 

단축됩니다. 

-물 사용량, 온수, 건조 비용 절약을 통해 세탁기 제품 수명 동안 $5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해당 절전형 세탁기 목록은 www.seattle.gov/light/clotheswasher에서 

확인하세요.  

 

세입자 정보 

당사 고객 중 거의 절반이 세입자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절전형 가전제품을 설치할 수 

없지만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LED 조명 전구 설치: LED는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80% 적고 수명이 최대 

25년이어서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습니다. 지역 

소매점에 City Light 즉시 할인을 문의하세요.  

온도 조절 장치 낮추기: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를 1도 낮추면 에너지 요금을 절약해 

매월 라떼를 몇 잔 더 마실 수 있습니다.  

Kill-a-Watt 대여: Kill-A-Watt 전기 부하 모니터를 Seattle Public Library(시애틀 공립 

도서관)(www.SPL.org)에서 대여하여 여러 전자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renters-corner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청구 시스템  

시애틀의 새로운 고객 청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청구 시스템을 

확인해 보세요. 당사는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여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ublic Power Week(공공 전력 주간)이 중요한 이유 

올해 10월 2일~8일은 Public Power Week입니다. 공공 유틸리티로써 City Light는 

주주가 아닌 고객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지역에서 선출된 임원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회적 책임,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보호라는 공공 전력 회사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ublicpower.org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seattle.gov/light/clotheswasher
http://www.spl.org/
http://www.seattle.gov/light/renters-corner
http://www.publicpower.org/


PROJECT SHARE(프로젝트 쉐어) 지원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난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당사는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시는 주민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Project Share는 

전기 요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시애틀시 직원 및 고객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ProjectShare에서 확인하세요. 

 

현장 안전 팁 

 
"폭풍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준비할 적기입니다. 집, 차 및 회사에 응급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품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키트가 없는 경우 

시간을 내 키트 용품을 준비하십시오. 방법은 www.TakeWInterByStorm.org에서 

확인하세요." 

-Dana Mortensen, City Light 물품 공급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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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 있으십니까?  

(206) 684-3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light/ProjectShare
http://www.takewinterbystorm.org/
http://www.seattle.gov/light
http://www.facebook.com/SeattleCityLight
http://www.twitter.com/SeaCity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