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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함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즐기는 팁
에어컨이나 열 펌프를 이용해 집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다 보면 전기세
청구서와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주방에서 열기 없애기. 집에서 요리하면, 특히 오븐 요리는
원하지 않는 열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압력솥, 도기 냄비는 낭비 열 발산이 훨씬 적기 때문에 주방을
더욱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휴대용 팬 사용. 휴대용 팬과 천장용 팬으로 공간이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에 공기가 스치면서 더욱 쾌적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실제로 팬의 모터는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작동하며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팬은 실내에 사람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공기)흐름 활용. 휴대용 팬으로 집안 공기가 순환된다고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뜨거운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므로, 낮은 창문과
높은 창문을 모두 열게 되면 낮은 창문으로 더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고 높은 창문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배출됩니다.
효율성에 투자하기. 여름철은 오래된 난방 시스템을 효율
좋은 새 열 펌프 기술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City Light는 다수의 지역 유통업체를 통해
고효율 열 펌프를 구매하는 계약자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seattle.gov/applianc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설정으로 효율적인 시원함 유지. 열 펌프
시스템이 있는 경우 쾌적한 수준의 상한 온도를
설정하고 유지합니다. 열 펌프는 내부 로직을 통해 집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settle.gov/light

twitter.com/SEACityLight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고객을 위한 지원처
City Light는 COVID-19
팬데믹 동안 고객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 시국 기간
동안 전기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에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언제든지
seattle.gov/utilities/about-us/
email-question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납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유틸리티 요금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처의
전체 목록은
https://powerlines.seattle.gov/2
020/03/18/ covid-19resource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cebook.com/SeattleCityLight

SEATTLE CITY LIGHT와 COMMON ACRE,
수분공급원을 위한 공간 조성
City Light는 2018년부터 남부 Beacon Hill의 수분 정원 작업을 위해
지역 비영리단체인 The Common Acr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부 Beacon Hill과 시애틀 남서부의 변전소 사이
송전선로 회랑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관리 복원 프로젝트인
공익사업 Green Line의 일부입니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The Common Acre는
Green Line의 2에이커(8,093m²) 면적에 달하는 잔디밭이었던
구역에 꽃가루 매개자의 도우미가 되는 토종 식물을 심었습니다.
The Common Acre에서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 덮개를
덮는 자원 봉사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곳은 "시민에게
실용적이며 생태적, 문화적 약속을 지키는 ‘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지향의 용도에 맞추어 개조된 공공 토지 ‘허브 및
스포크’ 조성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멋진 작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https://commonacre.org/programs/the-green-lin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틸리티
셀프서비스 사이트 운영!

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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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town-International District: 여러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언더덱 조명을 LED로
업그레이드

• Delridge: 기존 전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후된
전신주, 공중 전선 및 장비 교체

• 시애틀 다운타운: 4th Avenue와 Stewart Street에
지하 도관 설치로 전기 안정성 유지

• 서비스 구역: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전역에
노후된 전신주 교체로 안전성 및 전기 안정성 강화
이는 목록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ttle.gov/light/atwork에서 지도를 이용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시의 새로운 유틸리티 서비스 웹사이트 런칭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업그레이드된 웹사이트에는 고객
서비스 경험을 강화하는 혜택이 가득합니다. 기존 온라인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 간편한 예산 청구서(Budget Billing) 신청
• 스마트 계량기 보유 고객을 위한 일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이용 가능
• 강화된 고객 서비스 도구
myutilities.seattle.gov에서 시작해 보세요!
참고: 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00 Fifth Avenue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현장 안전 팁
“창문이나 휴대용 에어컨 기기를
사용하십니까? 기기와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의 전류세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리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동일한 회로에서 두 개
이상의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 사항이나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십니까? (206) 6843000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편집장: Tony White, tony.white@seattle.gov
Light Reading은 온라인이나 전화 (206) 684-3000번을 통해 스페인어,
베트남어, 중국어, 소말리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