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ttle City Light에서 드리는 라이트 리딩 고객 소식지 

2016년 11월~12월 

 

즐겁고, 밝고, 친환경적 

매년 돌아오는 시애틀의 환한 불빛을 즐기는 휴일 시즌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만큼 

에너지 효율도 높게 겨울을 즐기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eattle Center에서 열리는WinterFest는 장식용 LED 전구 자동 제어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애틀 열네 가구에 1년 내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귀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완전히 전원을 끌 수 

있는 고급 전원 스트립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전기세의 12%를 차지합니다.  

 

Woodland Park Zoo의 WildLights는 60만 개 이상의 LED 전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귀하는 휴일용 줄 전구를 LED로 바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LED 

전구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gov/lightbulbs를 참조하십시오. 

  

휴일 식사 

크락 팟(Crock-Pot)처럼 전기를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면 맛도 좋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납니다.  www.seattle.gov/light/recipe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레시피를 확인하십시오.  

 

공과금 할인 

Utility Discount Program(공과금 할인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고객은 전기 서비스 

60% 할인 및 수도, 하수 및 쓰레기 50%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www.seattle.gov/light/assistance에서 확인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배려 

Project Share에 기부하여 전기요금을 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전기를 

선물하십시오.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seattle.gov/light/ProjectShare에서 온라인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따뜻한 겨울나기 

모두가 효율적인 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느. 없지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베이스보오드형 히터 또는 벽 부착형 히터(wall heater)를 사용하시는 경우, 귀하가 

계신 방만 난방하십시오.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해 전기와 가구 사이에 통풍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기요나 전기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침실 전체를 난방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옷을 여러 겹 입으십시오. 

https://www.everfest.com/e/seattle-center-winterfest-seattle-wa
https://www.zoo.org/wildlights#.WAedJPkrKUk
http://www.seattle.gov/lightbulbs
http://www.seattle.gov/light/recipe
http://www.seattle.gov/light/assistance
http://www.seattle.gov/light/ProjectShare


 

정전 정보 

City Light는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때로는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전을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업데이트된 정전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www.seattle.gov/light/sysstat  

• 트위터를 팔로우하십시오: www.twitter.com/SEACityLight.  

• 정전 및 응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웹사이트 

www.TakeWinterByStorm.org를 방문하십시오. 

 

현장 안전 팁 

“발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차고, 간이 차고, 지하 또는 기타 밀폐된 곳을 포함한 

실내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외부에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Christopher Posten, Seattle City Light 

 

CITY LIGHT 작업 

당사 보수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도에서 공사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atwork.  

 

연락처 정보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ww.seattle.gov/light 

문의 사항이나 의견 또는 제안이 있습니까?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light/sysstat
http://www.twitter.com/SEACityLight
http://www.takewinterbystorm.org/
http://www.seattle.gov/light/atwork
http://www.seattle.gov/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