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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소식 

 

에너지 절약 40년의 역사 

1977년부터 City Light는 고객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과 기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요금도 

절약됩니다. 

 

절약에 대한 City Light의 유산은 명확합니다. 1977년 이래로 City Light 고객 여러분께서는 에너지 절약으로 10억 

달러의 요금을 절감하셨으며, 2005년에는 국내 공익사업 중 최초로 City Light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이루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16년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어 자랑스럽습니다: 

 

• 절약 정책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고객 여러분의 요금을 1억 1800만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 또한, 2016년 에너지 절약으로 910,712톤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는 

200,357가구가 한 해에 차를 한 대 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전력 부하를 1,422,988백만 와트시 절감했습니다. 이는 연간 시애틀의 평균 가구 186,000세대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임차인 코너 

 

요금 줄이기 

21세기 전자제품에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년대에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더 편리하지만, 이 역시 충전할 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잊지 말고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더 많은 팁을 원하시면seattle.gov/light/renters-

corner를 방문하세요. 

 

 

2016년의 성과: 당사의 성적표 

시애틀 City Light의 성과 기준은 2016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여줍니다. 2017년을 비롯해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목표 기준 성과 

60초 이내에 수신된 전화 

  

80% 58%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통화 수(시애틀 공익사업 운영  

콜센터)  

 

미계획 정전의 빈도   

(전선에 나무가 닿거나 장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분 단위, 연간 고객당  

0.73 0.5 

 

분 단위 미계획 정전의 지속 시간

   

연간 고객당  

63.4 61 

고객 1,000명당 설문 수 4 28.37 

요금 오류 비율   2% 2.16 

정상 가동이 되는 데 걸린 일수 

현장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가정/소규모 산업 전력 

 

40 31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대응한 가로등 수리  

90% 94.6% 

주요 작업 지출  

성취율 

90%  87.2% 

모든 고객 그룹의    

고객 에너지 절약(평균 메가와트) 

14 14 

온실가스 방출 절감/상쇄율 100% 100%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전선 부근  

나무 가지치기(마일 단위) 

560  571.75 

 

   

다가오는 소식: 첨단 전기 계량기 

City Light의 첨단 전기 계량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대량의 신규 계량기 설치는 이번 여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장비는 언제 어디서 정전이 발생했는지 자동으로 보고하고, City Light이 빠르게 대응하고 전력을 복구할 수 

있는 등, 고객 여러분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는 기술을 통해 City Light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방문해 City Light의 첨단 전기 계량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아보세요.seattle.gov/light/ami 

 

 

Skagit 투어 예약 

http://seattle.gov/light/ami


이번 여름의 Skagit 투어 예약 접수는 3월부터 시작되니 서둘러 티켓을 구매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SkagitTours.com을 방문하세요. 

 

 

주변 지역: 시티 라이트 보수작업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 보수팀이 다음의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 Alaskan Way: 고가교 철거에 앞서 지하 도관 매설. 

 

• Capitol Hill: (10번가와 11번가 사이 E. Union St.):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전력선 설치. 

 

• Blue Ridge: 전력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하 도관 설치. 

 

• Pioneer Square/시내: 시스템 유지를 위해 지하 도관 설치. 

 

• South Lake Union/Denny Triangle: 신규 변전소 건설 전 지하 저장소 및 배관 설치. 

 

• 국제 지구: 전력 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한 전봇대 및 관련 기반 시설 교체. 

 

이는 목록의 일부이며, 3월/4월 작업 날짜는 대략적인 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를 방문하여 안전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현장 안전 팁 

 
“봄에는 많은 분들이 정원을 가꾸시기 시작합니다. 811번으로 전화하셔서 매설된 공익 설비의 위치를 무료로 

확인하시고,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머리 위를 지나는 전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attle.gov/light/damtours/skagit.asp
http://seattle.gov/light/atwork


Michael Clark, 

신규 Denny 변전소 매니저 

 

 

연락처 정보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seattle.gov/light 

문의 사항이나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십니까?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편집장: Tony White, tony.white@seattle.gov 

라이트 리딩은 온라인이나 (206) 684-3000번 전화를 통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소말리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tony.white@seattl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