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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기후 보존 운동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s  
글쓴이 그레그 니켈스 시장 
 
이곳 시애틀에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단지 미래 세대가 걱정할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지구 전체에 위협이며, 대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누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9월은 시애틀 기후 보존 운동(Seattle Climate Action Now)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로에서 시애틀 시민 한 사람 사람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은 쉽습니다.  저희 새로운 웹사이트가 9월 12 일 정식 출범합니다. www.SeattleCAN.com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애틀을 미국에서 가장 기후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쉬운 방법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C u s t o m e r S e r v i c e ( 2 0 6 ) 6 8 4 - 3 0 0 0 
1. 컴팩트 형광등(CF)으로 절전 
컴팩트 형광등(CF)을 사용하면 일반 백열등과 동일한 밝기를 내면서 에너지를 75퍼센트 절약합니다. Seattle City 
Light는 Bartell Drugs, The Home Depot, Costco Wholesale  등 많은 상점에서 살 수 있는 Energy Star® CF 구매 
디스카운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www.seattle.gov/light/conserve를 방문하시거나 (206) 684-3800 로 전화하셔서 
참여 상점 목록과 함께 어떤 종류의 전구와 밝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알아보십시오.  
 
2. 무료 샤워꼭지 10월 31일까지 
Seattle City Light와 유틸리티 회사들이 후원하는 독립가옥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샤워 꼭지는 보통 샤워 꼭지보다 20퍼센트 이상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냅니다. 신청 
카드를 분실하셨거나 받지 못하셨으면 (206) 838-5392로 전화하여 주문하시거나, www.savingwater.org를 
방문하세요. 유틸리티 요금 보조를 받는 분들은 무료 설치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웃 기후 보호 기금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이웃 매칭 펀드는 여러분과 이웃들이 
기후 보호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6) 684-4520로 전화하시거나 
www.seattle.gov/neighborhoods/nmf/climate.ht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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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호하기 
 American 
City Light 직원들은 10만개 이상의 가로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가로등 신고는 온라인으로 www.seattle.gov/light/streetlight 
또는 전화로 (206) 684-7056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주실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수리: 

• 전봇대 고유 보호 – 1-5개의 노란색 번호가 6-10피트 높이에 붙어있습니다. 번호 다음에 “A”라고 표시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 가장 가까운 건물의 주소와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1234 5th Avenue S. 
•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예를 들어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지 또는 계속 깜박거리는지. 

 
정기적인 전구 교환이 약 4 영업일 안에 완료되고, 고장 신고가 많은 겨울에는 17일 안에 완료됩니다. 복잡한 수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폭풍이 잦은 계절에는 좀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로등 수리반이 전기장치를 
수리하는 작업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 수리 작업이 밀릴 수 있습니다.  
 
언제 전기 사용량을 추정 계산하나요? 
 
가정의 전기 미터에 접근할 수 없어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기 사용량이 사전에 정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면 
City Light는 그 동안 사용한 기록에 기준하여 전기 사용량을 추정계산합니다. 
 
전기료를 과다 또는 과소 청구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저희들은 과거의 사용량에 기준하여 사용량을 추정 
계산합니다. 하지만, 추정 계산된 청구서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과소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청구되면서 추정 요금과 실제 요금의 차액을 값을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이 허용될 것입니다.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과다 청구된 금액만큼 크레딧을 드릴 것입니다. 청구서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206) 684-
3000로 전화하여 고객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영어권 고객들을 위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7:30 a.m.부터 
6:00 p.m.사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검침원이 미터에 접근할 수 없으면 (206) 386-173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요청시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월남어, 중국어, 소말리, 타갈로그,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전화  

(206) 684-3000. 
Seattle City Light, 700 Fifth Avenue, Suite 3200.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Web: www.seattle.gov/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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