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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구출 작전, 한 번에 한 수로씩  
City Light 내 Environmental, Land and Licensing Business unit(환경, 토지 및 인허가 사업부)의 Denise 
Krownbell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범한 유틸리티 부서의 직원 하면 떠오르는 업무와는 다른 독특한 일을 합니다. 
Krownbell은 무지개송어 개체수 감소를 막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City Light를 대표하여 워싱턴 주 
전역의 분수계와 습지대를 매입했습니다.   
 
2017년, City Light는 치누크 연어(왕연어) 산란 지역을 보호하려는 Puget Sound Chinook Recovery Plan(퓨젯 
사운드 치누크 복구 계획) 목표를 지원하고자 151에이커 상당의 이 중요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외래유입종을 없애고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캐노피 커버가 필요한 구역에 방생 작업 등 초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작업이 완료되면 이후의 단계는 자연의 힘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핵심 지역, 특히 산란장과 
양식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매입함으로써 City Light는 토지를 보존하고 중요 하천과 강을 앞으로 수년간 깨끗하고 
차가운 온도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 북서부에는 오염도,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연어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Krownbell은 설명합니다. "City Light는 이 프로젝트를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n Up(더 푸르게)! 
City Light Green Up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보다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에너지 미래에 이바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월 청구서에 $3, $6, $12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greenup을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세입자 코너 
고급 멀티탭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전자기기는 전원을 켜지 않아도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낭비 없이 전자기기 플러그를 그대로 꽂아 둘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고급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급 멀티탭은 플러그를 꽂아 두어도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력을 차단시켜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renterscorner에서 확인하세요. 
 
SKAGIT TOURS(스캐짓 투어) 
투어 신청을 하세요. 여유롭게 즐기세요. 꼭 다시 경험하세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 오랜만에 다시 찾으시는 분 모두 노스 캐스케이드의 장관과 에메랄드빛 바다로 가는 로드 
트립에 초대합니다. 시애틀 북동부의 North Cascades National Park에 위치한 Skagit Tours는 미국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공원 중 한 곳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Skagit Tours는 디아블로 호수는 물론 빙하 가득한 이 호수에서의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점심식사 투어를 포함해 
4회의 여행을 제공합니다. Dam Good Chicken Dinner와 Ladder Creek Falls by Night는 1930년대부터 내려져 온 
명성 높은 클래식 스타일의 닭고기 저녁 식사로 전통을 소개합니다. 모든 투어에서 보게 되는 광경은 여러분이 
내신 공과금으로 이루어 낸 수력 유산의 결과입니다.  
skagittours.com을 확인하시거나 (360) 854-2589번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여유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http://seattle.gov/light/greenup
http://seattle.gov/light/renterscorner
http://skagittours.com/


새봄 맞이 가지치기 주의사항   
시애틀에 봄이 찾아오면서 식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나무를 구입해 심고 싶기도 하겠지만, 
봄철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계획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전력 공급선은 여유 공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City Light의 수목 공간 정보 페이지 bit.ly/PowerlineClearance를 참조해 필요 공간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시애틀 교통국)이 승인한 가로수와 식재지 선정 목록은 bit.ly/TreeList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City Light의 수목 재배 담당자에게 (206) 386-1733번으로 전화하거나 
SCLVegetation@seattle.gov를 방문해 주세요. 
즐거운 수목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UTILITY DISCOUNT PROGRAM(공과금 할인 프로그램)  
Utility Discount Program은 대상 저소득층 City Light 고객의 전기 요금을 60% 낮춰 줍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seattle.gov/light/assistance를 방문해 주세요. 
 
 
현장 안전 팁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세요! 나무를 오르고, 그네에 올라타며, 연을 날리고, 나무 위 오두막에 
머무는 것은 모두 여름에 즐기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전력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즐긴다면요. 나무 일부가 
전력선에 닿으면 전력 공급으로 주위에 있는 누구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나무와 전력 공급선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전력선 근처의 나무 또는 나무 위 오두막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안전 평가를 원하실 경우 (206) 386-1733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Heidi Narte, 수목 재배 담당자 
 
주변 지역 
CITY LIGHT 작업 
City Light 보수 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Blue Ridge/North Beach: 전기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하 도관 설치 
 
• South Lake Union: 향후 서비스 연결을 위해 지하 도관 및 지하 저장실 설치 
 
• Pioneer Square/SODO: 지하 배관 뱅크 설치로 노후된 인프라 교체 
 
• Mount Baker: Sound Transit의 계획된 East Link Extension(동부선 연장) 지원을 위해 공중 전신주 업그레이드 
 
이는 목록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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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편집장: Nathan MacDonald, nathan.macdonald@seattle.gov 
Light Reading은 온라인이나 (206) 684-3000번 전화를 통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소말리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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