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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소식 
에너지 절약 40년의 역사 

1976년 시애틀시는 원전 건설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에너지 절약으로 가능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City Light의 첫 에너지 절약 책임자인 Robin Calhoun은 곧 국가 모델이 된 절약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40년 후 Calhoun의 노력과 시애틀 주민들의 선구안으로 City Light의 고객에게 계속해서 성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시애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날씨가 더 추워지고 낮은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다른 청구서보다 전기 요금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조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편안한 겨울을 보내세요. 

 

seattle.gov/light/winter-home을 방문하시어 Department of Energy(에너지부)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일반 

가정용품에 지출한 금액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가 팁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코너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 비용도 올라갑니다 

겨울철에 낮에는 커튼을 열고, 밤에는 커튼을 닫아 태양의 온기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추가적인 에너지 및 전기료 절약 방법은 seattle.gov/light/renterscorne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날씨에 대비가 되셨나요? 
Take Winter by Storm은 험악한 겨울철 날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노력입니다. Seattle City Light는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겨울철 대비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품 장만 

집과 사무실에 (최소) 3일치의 비부패성 식품과 식수로 비상사태 대비 물품을 마련해 둡니다. 또한 도로 이동 및 

겨울철 기상 대피를 위한 물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수립 

재난으로 인해 일주일 동안 전력이 차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최신 정보 파악 

폭풍 접근 시기를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두며, 비상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Take Winter by Storm은 겨울철 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akewinterbystorm.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ttle.gov/light/winter-home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http://takewinterbystorm.org/


휴일을 따뜻하고 환하게 보내세요 
일 년 중 이맘때, 많은 사람들은 훈훈한 휴일을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이웃이 따뜻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eattle City Light의 Project Share(공유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 번 비상 지원을 제공하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Project Share에 기부하시게 되면 가장 취약한 이웃에 기부의 온정이 닿을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Project Share에 온라인 seattle.gov/light/ProjectShare/shareform.asp로 

기부하세요. 아래 주소로 Project Share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City of Seattle Treasury Services 

P.O. Box 34017 

Seattle, WA 98124-101. 

 

City Light와 Project Share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변 지역: CITY LIGHT 작업  
City Light 보수 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시애틀 남쪽의 여러 지역: 전기 안정성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후 전신주 교체  

 

• Blue Ridge/North Beach: 전기서비스 개선과 복원 시간 단축을 위해 지하 도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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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oneer Square: 시애틀 시내 전차 네트워크 지원 하에 전기 안정성 개선을 위해 지하 도관 연결 및 보수 작업 

 

• SODO/Industrial District: 기존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신주, 공중 전선 및 장비 교체 

 

• Central Waterfront: 철거 준비를 위해 Alaskan Way Viaduct(알래스칸 웨이 바이덕트) 밑에 송전선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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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 팁 

“겨울철 기상 재해로 인해 때때로 송전선이 낙하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송전선을 발견하면 항상 전기가 통한다고 
간주하세요. 송전선에서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911이나 정전 서비스 전화인 (206) 684-
300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력 보수팀을 파견해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Jerry Rodriguez, 전기 기술자 

 

  

http://seattle.gov/light/ProjectShare/sharefor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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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3000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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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