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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소식 

 

에너지 절약 40 년의 역사 

1980 년, Seattle City Light 는 Skagit 강의 물고기 

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족 및 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00 년이 되자 곱사 송어(pink 

salmon)와 백연어(chum salmon) 개체 수가 

1980 년 대비 14 배 증가하면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04 년에는 치누크연어(chinook 

salmon) 20,000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Skagit 

강으로 돌아오면서 Endangered Species Act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돌아온 Cookin’ with Kilowatts 

City Light 에서는 가장 참신하고 맛깔나는 레시피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레시피로 바꿔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존처럼 오븐으로 굽는 

레시피를 대신 전기를 적게 쓰는 요리 방식의 레시피로 바꾸시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저희 Cookin’ with Kilowatts 에 

도전하십시오. 규칙, 상금 등의 대회 정보 및 레시피 접수는 

seattle.gov/light/recipe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승 레시피에는 

대상이 주어집니다: City Light 에서 우승자에게 자신만의 요리 

비디오를 제작하고 City Light 간행물에 게재할 기회를 드립니다.   

 

 

절전형 요리는 에너지와 전기료를 절감하지만, 맛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자기냄비(crockpot)는 오븐보다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2.5 cents/kWh 가정 
**"태양열 오븐(solar oven)” 방법 및 추가 정보 검색 
(Consumer Guide to Home Energy Savings 에서 
발췌한 표) 

 

 

 

 

 

세입자 코너 

http://seattle.gov/light/recipe


 

시원한 여름 보내기 

 

여름에는 시원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에너지와 전기료를 모두 절약하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오븐 사용을 줄입니다(Cookin’ With Kilowatts 에도 참여합니다). 

• 해가 들어오는 낮에는 창문을 닫고 차양을 내리고, 밤에는 엽니다. 

•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대신 선풍기는 방이 아닌 사람의 열을 식혀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방을 

나갈 때는 선풍기를 끕니다.  

• 접시와 옷은 바람으로 말립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및 전기료 절약 방법은 

seattle.gov/light/renterscorne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eattle City Light 소셜 미디어 팔로우 

City Light 의 Twitter, Facebook, YouTube 계정은 저희 소식을 접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 

직원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City Light 를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세요. 웅장한 수력 발전 

시설 사진, 공사 관련 교통 정보, 중요 정전 업데이트 등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Twitter/Facebook/YouTube 
 

차세대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City Light 

혁신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고 전기 자동차 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시티 라이트는 UW Formula Motorsports 

(UWFM) 후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UWFM 은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Engineering 프로그램으로, 전기 자동차의 설계, 

제조, 운전하는 학생팀입니다. 

 

 

 

 

시티 라이트와 UWFM 간의 파트너십으로 탄소 중립 전력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청정 자동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탄소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배기가스 절감과 교통수단 부문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애틀 시의 Drive Clean Initiative(청정 자동차 이니셔티브) 및 시티 라이트의 

투자와 일맥상통합니다. 시티 라이트의 후원은 또한, 차세대 엔지니어와 경영자 교육에 대한 유틸리티 

투자를 입증합니다. 
 

Advanced Metering(검침 선진화) 통신 네트워크 완성 

City Light 는 2017 년 5 월 31 일, 에너지 사용 정보를 선진화된 미터기에서 유틸리티로 전송하는 통신 

네트워크 완성으로 중요한 Andvenced Metering 프로그램 사업을 달성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49 명의 취합원과 미터기의 데이터를 모두 암호화하여 유틸리티로 보내는 340 개 경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https://twitter.com/SEACityLight
https://www.facebook.com/SeattleCityLight/
https://www.youtube.com/user/SeattleCityLight
http://www.seattle.gov/environment/transportation-and-land-use/drive-clean-seattle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mi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 City Light 보수작업 

당사 보수 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아래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여러 시애틀 남쪽 지역: 전기 안전성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후 전신주 교체  

• Blue Ridge/North Beach: 전력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하 도관 설치 

• South Lake Union/Denny Triangle: 신규 변전소 건설에 앞서 지하 저장소 및 배관 설치 

• Pioneer Square: 안정성 향상을 위해 도관 설치 

• Waterfront: 터널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송전선 재배치 

 

이는 목록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 에서 오렌지색 안전콘을 클릭하시면 

개별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 팁 

 “여름은 야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좋은 최적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집 주변 땅을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작업 시작 2 일 전에 
811 번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유틸리티 팀이 도로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매복된 전선을 무료로 표시해 드립니다.” 

- Eddie Reddy(전기 공사 책임 작업자) 

 

 

 

 

 

 

 

 

 

 
연락처 정보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Suite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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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attle.gov/light/ami
http://www.seattle.gov/light/atwork/
http://www.seattle.gov/light/
mailto:tony.white@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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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사항: 2015 년 발전 연료 구성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석탄은 2.1%에서 2.4%로, 천연가스는 1.3%에서 0.9%로, 기타 

연료는 0.4%에서 0.5%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차트는 seattle.gov/light/LR/2015FuelMi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ttle.gov/light/LR/2015FuelMi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