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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추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 쌀쌀한 기온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U.S. Department of Energy(미국 에너지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에너지 절약 팁을 소개합니다. 
 
햇빛을 이용한 난방 
낮 시간에 남향 차문의 커튼을 열어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난방이 되도록 하십시오.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닫아 주십시오! 
 
외풍이 있는 창 덮기 
창틀 안쪽에 내구성이 강한 투명 비닐을 설치하십시오. 절연 커튼이나 차양을 설치해도 됩니다. 
 
온도계 조절 
8시간 동안 온도계를 10-15도 낮추어 설정하면 냉난방비를 연간 1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는 틈 점검 
배관의 공기 누출이나 굴뚝 주변의 틈을 점검하십시오. 틈새를 메우거나 틈마개 소재를 설치하여 찬 
공기를 차단하고 따뜻한 공기를 보호하십시오. 
 
온수 가열 비용 절약 
온수 가열기의 온도를 따뜻한 설정(120°F)으로 내리십시오. 
 
*energy.gov/energysaver/fall-and-winter-energy-saving-tips 
 
세입자 코너 
아늑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임대한 집의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진다면 온도계를 조절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아늑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쌀할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온도계를 높이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소파에 담요나 퀼트같은 것을 덮고 있으면 좋습니다. 
 

• 온도 설정을 높이기 전에, 주전자에 물을 데우십시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비용 및 에너지 절약 팁은 seattle.gov/light/renterscorne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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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Discount Program에 가입하십시오!   
Utility Discount Program(공과금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기 요금의 60%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50%를 할인해 주어 평균적으로 연간 총 $1,200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격 지침을 확인하여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과 관련된 개별화된 지원에 대한 사항은 (206) 
684-0268번으로 문의하시거나 seattle.gov/light/discoun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정전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정전이 되면 
City Light의 정전 지도에서 복원 작업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seattle.gov/light/outage를 
방문하여 정전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Life Support Equipment Program  
City Light는 모든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생명 유지 
장비를 갖추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City Light는 서비스 지역에서 전기로 작동되는 생명 유지 
장비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위해 Life-Support Equipment Program(생명 유지 장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ife Support Equipment Program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CL_Credit_General@Seattle.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저희 웹 사이트 seattle.gov/light/Life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현장 안전 팁 
"미끄러운 도로나 안개 낀 아침 등 겨울 운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차량의 월동 준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Christopher Posten, 
City Light 차량 정비 담당자 
 
주변 지역 보수 작업 
Seattle City Light 보수 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다음 지역에서 보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Arroyo/South Arbor Heights: 지하 도관, 지하 저장실, 가로등 설치로 낙후된 인프라 교체 
• South Lake Union: Denny Substation 지하 인프라와 고객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 저장실 및 도관 설치  
• Pioneer Square: 낙후되고 손상된 지하 도관 교체로 전기 안정성 개선 및 골목 복구 지원 
이 목록은 일부만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를 방문하여 지도 이용 및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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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통제 불능이지만 아늑함은 조절 가능합니다 
 
City Light는 새 덕트 없는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800-$1,200를 환급해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므로 난방비 지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덕트 없는 난방 펌프는 일반 전기 난방 
시스템보다 효과적이며 난방비를 5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덕트 
없는 난방 시스템으로 편안함과 난방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energysolutions.seattle.gov/heating을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덕트 없는 난방 시스템으로 $800–$1,200 리베이트 혜택을 누리세요 
 
덕트 없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매년 수백 달러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 요금을 최고 50% 절약 
• 조용한 팬과 고른 공기 순환으로 더욱 편안한 집안 분위기 유지 
• 여름에는 에어컨 기능(표준 기능) 
• 빠르고, 간편하며, 저렴한 설치 
 
자세한 내용은 energysolutions.seattle.gov/heating을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은 새로운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attle.gov/housing/homeowners/weatherization을 방문하시거나 (206) 684-0244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Light Reading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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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