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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소식 

 

에너지 절약 40 년의 역사 

 1973 년에 도입된 City Light 의 Kill-a-Watt 캠페인은 1977 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City Light 의 선구적인 대형 절약 캠페인입니다. 

 

Kill-a-Watt 대여 

가구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은 도서를 대여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City of Seattle 

도서관에서 Kill-a-Watt 에너지 모니터를 대여하시면 집안의 많은 가정용 기기의 전기 

사용량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전원이 꺼져 있거나 사용 중이 아니어도 전력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이 아니어도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경우 전력을 계속 소비하는 기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블 박스 

• 게임 콘솔 

• TV 

• 토스터 

• 전자레인지 

• 커피 메이커 

• 데스크탑 컴퓨터 

seattle.gov/light/save 에서 Kill-a-Watt 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SPL.org 에서 지금 바로 대여하세요.  

 

Green Up 

Green Up 은 월별 단 $3 만으로 Seattle City Light 고객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3,000 여 명의 Green Up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전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입하시면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eattle.gov/greenup 에서 가입하시거나 (206) 684-380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세입자 코너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없이 전자기기 플러그를 그대로 꽂아둘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고급 멀티탭을 사용하는 

http://seattle.gov/green


것입니다. 고급 멀티탭운 일반 멀티탭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플러그를 꽂아두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력을 차단시켜 줍니다. seattle.gov/light/renterscorner 에서 세입자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발전 연료 구성 

2005 년, Seattle City Light 는 0%의 순탄소배출량을 달성한 미국 내 최초의 전력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2015 년 발전 연료 구성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City Light 전력 대부분이 저희 청정 

수력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됩니다. 

 

수력   87.3% 

원자력**  4.7% 

풍력   3.1% 

화력(석탄)**   2.1% 

천연가스**  1.3% 

바이오가스  1.1% 

기타*   0.4% 

전체   100% 

 

**상기 연료는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 (Bonneville 전력관리국) 및 시장 구매에 의한 전력의 
일부입니다. 
*기타에는 바이오매스, 기타 바이오제닉, 기타 비바이오제닉 연료 및 석유가 포함됩니다. 
 

Project Share 

전기는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전기요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seattle.gov/light/ProjectShare/shareform.asp 에서 온라인으로 공유 프로젝트(Project Share)에 

기부해 주세요. 아래 주소로 수표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Project Share 

City of Seattle  

Treasury Services  

P.O. Box 34017  

Seattle WA 98124-1017 

 

기부금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Advanced Metering(고급 계량기) 업그레이드 작업 착수 

올여름, City Light 는 노후된 기존의 계량기를 전력공급업체에 에너지 소비량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급 계량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 계량기 설치를 마치고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완전히 연결되고 나면 City Light 는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선 작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체 작업은 완료 시까지 약 18 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mi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봄 맞이 가지치기 주의사항 

겨울철 긴 우기가 끝난 봄은 나무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러진 가지나, 가정이나 회사로 

연결되는 전력 공급선 가까이 자라난 가지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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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전력선과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을 때는 City Light 의 수목 담당과에 (206) 

386-1733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SCLVegetation@seattle.gov 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십시오.   

 

Seattle City Light 는 전봇대로부터 또는 그 공급원인 전력 브리들로부터 전력공급선에 수목이 첫 

10 피트가량 가까이 닿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City Light 는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고용하신 수목관리 전문가들이 전력공급선 근처의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 동안 전력을 차단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전 대비” 서비스를 예약하시려면, 전력선 근처 수목 작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206) 386-1733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나무도 단장하고 안전도 지키세요. 

 

주변 지역: CITY LIGHT 보수작업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 보수팀이 다음의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 Capitol Hill(10th 과 11th 사이에 위치한 East Union St.):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전력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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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town-International District: 전봇대, 오버헤드 전선 및 인프라 장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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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목록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 에서 안전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현장 안전 팁 

  
“드론은 인기 있는 장난감이지만 연과 마찬가지로 전력공급선에 닿지 않으려면 탁 트인 공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Michael Gibbons, 북부 서비스 센터 소장 

 

스캐짓 투어 

City Light 는 1924 년부터 Skagit 

Hydroelectric Project(스캐짓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공공 투어를 제공해왔습니다. 

매해 수천 명이 둘러보는노스 캐스케이드 

의 장관과 스캐짓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mailto:SCLVegetation@seattle.gov


놀라운 공학기술을 여러분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투어 신청은 

seattle.gov/light/skagitTours/L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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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3000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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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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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 저희 2017 년 3 월/4 월 판 내 2016 년도 실적 보고 카드 에 수목 벌채와 전기 연결 수치에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된 보고카드는 seattle.gov/light/LR/2016PerformanceReportCar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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