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이해하기

복잡해 보이는 전기요금 고지서, 이제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 간단하게
보여 드립니다. 고지서는 앞으로도 매월 SCE에서 보내 드리나, SCE에서 전력
공급/생산 및 송전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이제는 SCE에서 송전 요금을,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 전력 공급/생산 및 송전 요금을 부과한다고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즉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는 기존에 SCE에서 부과하던 전력 공급/생산 요금을
대체하는 것이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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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 비용 책임 부과금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 가입하시기 전, SCE에서 고객님 분으로
전력을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작용하는
부과금입니다. 지역사회가 선택한 전력 공급원(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 고객에게 적용되는 “탈퇴비”인 “
전력요금균등조정료(Power Charge Indifference Adjustment,
PCIA)”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비스 간의 비용
비교 시에는 항상 이 PCIA와 기타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SCE 송전 요금
SCE에서 부과하는 송전 요금으로, 전력망으로부터 각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을 전달하고 전선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SCE 요율표
SCE 요율에 따라 송전 요금이 결정됩니다. 이 요금은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 부과하는 전기 공급 요금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는 간단한 통합형
요율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당해 청구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양을 킬로와트시(kWh)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서비스 계정
SCE,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서비스 계정번호가 각각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SCE에서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금을 파악하기
편리하도록 별도의 서비스 계정번호를 드립니다

고객 계정
SCE에서 고객마다 고유한 계정번호를 드립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실 때 이
계정번호가 필요합니다

전기 요금 청구서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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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과금
에너지 부과금은 우리 주에서 어떤 전력 공급업체를 이용하든
전력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고객에게 당 기관에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대신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전력 생산 요금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 전력 생산의 댓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고객님이 현재 선택하신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율
(예: 린 파워(Lean Power), 클린 파워(Clean Power), 또는 100%
그린 파워(100% Green Power) 이 이 섹션에 표시됩니다. 이들
요금은 SCE가 계속해서 전력 생산을 담당했을 경우 부과될
요금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가 요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율표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율에 따라 전력 공급/생산 요금이
정해집니다. 이 요금은 SCE에서 부과하는 전기 요금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는 간단한
통합형 요율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량 단계
주거용 고객의 경우 현재 적용받는 최고 단계가 이 섹션에
표시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주법에 따른 1단계 공제를 초과해
2단계에 속할 경우에는 kWh당 납부 요금이 올라갑니다. 전기
사용량이 1단계 기본 공제분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소비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추가 질문?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화 888-585-3788 (TTY 323-214-1296)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