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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찬 기운”은 날려버리세요!  
어느새 겨울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전기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 가족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천장형 팬의 블레이드 회전 변경  
팬 블레이드를 시계 방향으로 설정하면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가 실내 전체에 다시 퍼집니다. 
 
햇빛을 이용한 실내 난방  
낮 시간에 남향 창문의 커튼을 열어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난방이 되도록 하십시오.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닫아 주십시오! 
 
껴입기!  
날씨가 추워질 때 더 따뜻하게 옷을 입으면 난방 장치를 켜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스마트 난방기 사용 고려 
스마트 난방기는 외부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난방 사용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추가 팁은 powerlines.seattle.gov/stay-warm-this-winter를 참조하세요.  
 
요금 변경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애틀 City Light 고객은 평균적으로 약 0.5%의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평균 1.9%의 패스스루(중소 비즈니스에 주는 세제 혜택) 크레딧과 Rate Stabilization 
Account(RSA, 요금 안정화 계정) 할증료의 1.5% 증가에 따른 누적 효과입니다. 해당 변동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powerlines.seattle.gov/rate-changes를 참조하세요.  
 
겨울철 폭풍우에 대비가 되셨나요?   
시애틀시 파트너에서 제공하는 다음 팁을 확인해 보세요. 
시애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 지금이 눈보라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제설용 삽을 잊지 마세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물 앞 보도를 치우는 
것은 법적 책임입니다. 
Seattle Public Utilities(시애틀 공익사업): 지역에 폭풍우로 인한 토사 막힘이 발생하지 않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낙엽을 쓸어 치웁니다.   
폭풍우 대비 관련 자세한 팁은 takewinterbystorm.org를 참조하세요. 
 
 
City Light, 몬트레이크에 가로등 인프라 개선 완료 
시애틀 City Light는 서비스 지역의 가로등을 고압 나트륨 조명에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발광 
다이오드(LED)로 전환하여 고객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LED 조명은 보행자, 
자전거족, 운전자에게 가시성과 안전성을 지원합니다.  
 
셸비-햄린/몬트레이크 지역의 노후 가로등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6개월 기간의 프로젝트를 지난 가을 
하청 직원들이 완료했습니다. 직원들은 커뮤니티 의견을 따라 가로등 설치, 기둥 및 지하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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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조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seattle.gov/light/atwork를 참조하세요. 
 
환급제 변경  
2007년부터 시애틀 City Light는 지역 매장들과 협력하여 City Light 고객이 조명 및 샤워 꼭지 제품에 
대한 가정용 기기 환급 및 즉시 할인을 통해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세탁 환급, 샤워 꼭지 및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조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지만 2020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혜택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seattle.gov/appliances를 참조하세요. 
 
City Light는 2007년부터 이러한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고객의 참여와 현지 매장들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니다. 

 
ENERGY STAR® 인증 기기 교환에 대한 환급 62,000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전구 구매 시 즉시 할인 1,500만 건  
 
샤워 꼭지 즉시 할인 44,000건 
 
연간 2억 7천만 킬로와트시의 에너지 절약(매년 31,500가구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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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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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con Hill: 기존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신주, 공중 전선 및 장비 교체 
시애틀 다운타운: 역사적인 구체형 가로등을 LED로 전환 
Pioneer Square/SODO: 지하 도관 설치로 전기 안정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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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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