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ht Reading  
2019년 9월-10월호 
 
City Light, “World’s Coolest Substation” 개소  
올해 시애틀 City Light는 South Lake Union 지역에 30여 년 만에 새로운 변전소인 Denny Substation을 
개소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대략 1,00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북적이는 Cascade 지역 현장에 
모여 지역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Denny Substation과 그 공공 편의 시설을 축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푸드 트럭, 음악,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변전소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마련한 미술 설치물, 고가 산책로, 
반려견 전용 공원, 커뮤니티 공간을 답사했습니다. 
 
Fast Company에서 “the world’s coolest substation(세계에서 가장 멋진 변전소)”이라고 칭한 Denny 
Substation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계층이 밀집한 지역 한복판에 건설된 혁신 인프라의 독특한 
예입니다. City Light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변전소를 설계하고, 지역 사회에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모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5월에 가동을 시작한 Denny Substation은 City Light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장기 자산으로서 인접 
변전소에 신뢰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신규 변전소는 이 지역 외에서도 향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이 50-100년간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후 South Lake Union을 방문하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Utility Discount Program에 가입하세요  
Utility Discount Program(공과금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기 요금의 60%와 수도,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비용의 50% 할인을 지원합니다. 가입자는 평균 연간 $1,20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용 자격에 관한 안내, 개인 맞춤 지원 및 자세한 정보는(206) 684-02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seattle.gov/light/discount에서도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을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정전이 되면 
City Light의 정전 지도에서 복원 작업과 시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attle.gov/light/outage를 방문하여 정전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reen Up!  
City Light Green Up(더 푸르게)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보다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에너지 미래에 
이바지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월 청구서에 $3, $6, $12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eattle.gov/light/greenup을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현장 안전 팁 
"발전기는 정전 중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휴대형 발전기는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구역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서 사용하십시오. 
Hernann Ambion 
선임 홍보 전문가 
 
 
 

http://seattle.gov/light/discount
http://seattle.gov/light/outage
http://seattle.gov/light/gree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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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oyo/South Arbor Heights: 지하 도관, 지하 저장실 및 가로등 설치로 낙후된 인프라 교체 
 
• 시애틀 다운타운: 역사적인 구체형 가로등을 LED로 전환 
 
• Montlake: 지하 도관 및 신규 LED 가로등 설치 
 
• Pioneer Square/SODO: 지하 도관 설치로 전기 안정성 개선 
 
• SODO/Industrial District: 공익사업체의 South Service Center에 일반 대중이 사용 가능한 EV 충전기 
설치 
 
• South Lake Union: Fairview Avenue North와 Republican Street 근처에 지하 전기 저장실 설치 

 
이 목록은 일부만 포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에서 지도를 이용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정전부터 유틸리티 관련 재미난 사실까지 City Light의 최신 소식을 접하세요!  
팔로우하고 추천하고 공유하세요! twitter.com/SEACityLight, facebook.com/SeattleCityLight, 
youtube.com/SeattleCityLight 

http://seattle.gov/light/atwork
http://twitter.com/SEACityLight
http://facebook.com/SeattleCityLight
http://youtube.com/SeattleCityL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