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ergizeEASTSIDE
안내문

pse.com/energizeeastside

#*

#*

#*

#* Richards
Creek

§̈¦405

VU520

§̈¦405

§̈¦90

SR 900

SR 169

Beaux
Arts

Bellevue

Clyde
Hill

Hunts
Point

Issaquah

Medina

Mercer
Island

Newcastle

Redmond

Redmond

Renton

Renton

Sammamish

Tukwila

Yarrow
Point

Lakeside

Sammamish

Talbot
Hill

Lake
Sammamish

Lake
Washington

Soos Creek
Park and

Trail

Cougar Mountain
Regional

Wildland Park

Marymoor
ParkBridle

Trails
State Park

Squak
Mountain

State Park

Cougar/Squak
Corridor

Lake
Sammamish
State Park

Energize Eastside 프로젝트 루트

다양한 루트를 평가한 후에, PSE는 프로젝트의 
최종 루트로 기존의 코리도를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Puget Sound Energy(PSE, 퓨젯 사운드 에너지)의 Energize Eastside 
(이스트사이드 전력공급 개선) 프로젝트는 변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Redmond에서 
Renton에 이르는 약 18마일의 기존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절전 노력과 더불어 Energize Eastside를 통해 앞으로도 이스트사이드 
지역 사회를 밝히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스트사이드가 성장한 만큼 기반시설이 쫓아가야 할 
때입니다

PSE가 수행한 이스트사이드 중추 지역의 전력망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1960
년대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스트사이드의 인구는 8배 증가했고 
경제는 5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갈수록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업그레이드할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스트사이드의 성장으로 인해, 빠르면 2017~18년 겨울 전력 
수요가 지역 중추 송전 계통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방 규제에 따르면 PSE는 예상 수요 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의도적인 순환 정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스트사이드의 중추 송전 계통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PSE는 연방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의도적인 순환 정전을 계획하는 추가적인 시정 조치 계획
(Corrective Action Plans)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빠르면 2018년 여름  
130,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는 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Energize Eastside가 이스트사이드 전력 문제를 해결합니다

PSE는 이스트사이드의 전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Energize Eastside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경제적인 해결책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절전에 힘쓰고, 새로운 기반 시설을 지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변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2017년 여름

범례
기존  
변전소

새 변전소

최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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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송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신규 변전소는 
늘어나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 수용을 위해 지역 전력 시스템에 
추가 용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PSE는 기존의 코리도에 있는 전봇대를 교체할 것입니다

4년에 가까운 연구와 지역 사회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PSE
는 기존의 코리도를 프로젝트의 최종 경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코리도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기존의 나무 전봇대를 강철 전봇대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의 4개의 전봇대를 위치에 따라 한 
개 혹은 두 개의 새로운 전봇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새 전봇대는 기존의 전봇대와 같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될 것입니다. 보통의 전봇대 설계 옵션의 범위는 
지상 70~100피트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는 전봇대가 100피트 이상으로 높아야 할 수 
있습니다.

PSE는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며 Energize Eastside의 설계, 공사 및 
운영에 가장 중요합니다.

Exis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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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SE 5th St, Bellevue

Existing Pole Heights ~60 feet

Proposed Pole Heights ~100 feet

1
KOP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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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예상도

Address 13600 SE 5th St, Bellevue

Date 4/2/2014

Time 2:54 PM

Viewing Direction North

Pole Heights: Existing Conditions ~60 feet

Pole Heights: Conceptual Project  ~100 feet
1

Bellevue 중앙부의 시뮬레이션 사진

기존 상태

위 시뮬레이션 사진은 신규 송전선이 어떤 모습일지 나타낸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상태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을 더 보시려면 pse.com/energizeeastside를 방문하십시오.

Pole Heights: Existing Conditions ~55 feet

Pole Heights: Conceptual Project ~85 feet 3

Newcastle의 시뮬레이션 사진

기존 상태

Photo simulations are for discussion purposes only and may change pending public, regulatory and utility review 

Existing Conditions

7/7/2017

Conceptual Project

KOP SOUTH 19Time

Viewing Direction

Date

Address

10:28 AM

South

3/8/2016

SE 84th St, Newcastle

Existing Pole Heights ~55 feet

Proposed Pole Heights ~75 feet

SEGMENT 3

프로젝트 예상도

Energize Eastside와 Olympic Pipe Line Company(이하 Olympic)
의 지하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라인들과 파이프라인이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Olympic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파이프라인과 근처의 이웃을 보호하겠습니다.

공동 배치 시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계 
파라미터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파이프라인 안전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기업인 DNV-GL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NV-GL
에서 추천받은 것과 같이, PSE는 운영을 최적화하고 두 230㎸ 
라인 모두 기존의 송전선 코리도에서 운영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Energize Eastside를 위한 특정 토지 조경 및 나무를 옮겨 심는 
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정중한 이웃으로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선호사항을 논의하고 이 계획에 어울리는 적합한 식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나무를 아낀다는 것을 압니다. Energize 
Eastside를 위해 기존의 코리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나무들에 영향을 제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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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결과와 더불어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사회 여러분께 받은 조언을 이용해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허가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 참여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	 허가 작업 및 공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존의 코리도를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다가가고 진행 중에도 커뮤니티에도 
최신 사항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 업그레이드된 송전선의 
시뮬레이션 사진 및 최신 뉴스를 보시려면  
pse.com/energizeeastside를 방문하십시오.

EIS와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EnergizeEastsideEIS.org

2013년 말 이후부터, 우리의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명 이상의 토지 소유주 연락 지원

거의 550번의 설명을 개인, 이웃, 도시와 기타  
주주 그룹에 진행

2,900건 이상의 의견과 질문 접수

9 번의 프로젝트 뉴스레터를 55,000  
이상의가구에 발행

22건의 지역 자문 그룹 미팅, 그중 6건의 공공  
오픈 하우스, 2건의 질의응답 세션, 그리고 3건의 
프로젝트 중요 시점의 온라인 오픈 하우스 포함

16건의 EIS 미팅 및 공청회 참가

프로젝트 일정

2013~2014 2015~2016 2017 2018

PSE의 공공 경로 
논의 과정

프로젝트 개시

지역사회 자문 그룹 
최종 보고서 발행

공공 지원 및 토지 소유주와 조율

현장작업 및 설계

공사

공사

허가

허가

최종 환경 영향 평가서(EIS)

남쪽 서비스 
개시

북쪽 서비스 
개시

허가 승인

허가 
승인

게시일: 2017년 여름

도시 환경 영향 평가 검토 과정

북쪽: 북쪽 부분 송전선

환경 영향 평가서(EIS) 
초안 2단계

환경 영향 평가서(EIS) 
초안 1단계

남쪽: Richards Creek 변전소
 남쪽 부분 송전선

프로젝트 서비스 개시

남쪽: Bellevue(Richards Creek 변전소의 
남쪽), Newcastle, Renton

북쪽: Redmond, Bellevue(Richards 
Creek 변전소의 북쪽)

프로젝트 주요 시점

범례

6891 08/17

pse.com/energizeeastside energizeeastside@pse.com1-800-548-2614

Energize Eastside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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