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적정주택의
태양 에너지
(SOMAH)

거주하는 건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집주인은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 다가구 적정주택에 대한 태양 에너지(SOMAH)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SOMAH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됩니까?

승인을 받은 SOMAH 계약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청정 에너지를 가정과 세탁실, 복도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 구역에 공급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집주인 또는 계약업체가 유지 및
가동 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유지 및 가동에 관련된 귀하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납부해야 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크레딧이 있어서 청구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등록할 기회를 얻게 되며,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인 에너지 절약
보조 프로그램(Energy Savings Assistance Program:
ESA)에 연결됩니다.

SOMAH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상담전화: 800-843-9728

SOMAH는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의 후원 하에 SOMAH 프로그램 관리 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8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SOMAH에 대한
기대사항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에너지 요금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집세나 기타 가계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유급
직무교육 기회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건물의 일부가 깨끗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됩니다.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SOMAH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SOMAH는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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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H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SOMAH는 세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1. 직접적인 금전 혜택

모든 세입자는 에너지 요금에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청구서에 절약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SOMAH 세입자 상담전화로 문의하십시오.

2. 에너지 절약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을 조성하여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 책자를
참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자동으로 등록되는ESA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3. 직무교육 기회

귀하는 SOMAH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물의 거주자로서, 유급 태양 에너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SOMAH 구인란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게시하고 구직
신청을 하십시오.
태양 에너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직무교육 기관의
명단을 참고하십시오

구직 및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기타 자료도
활용하십시오

귀하의 건물에 태양 에너지를 설치한 SOMAH 승인
계약업체에 문의하십시오(아래 참조).

세입자 자료
필수:

SOMAH에 대한 기대사항

전기요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ESA 프로그램 자료

추가 자료:

계약업체 연락처

거주지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세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
태양 에너지의 작동 방식

태양 에너지 설치에 대한 기대사항
소개용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SOMAH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상담전화: 800-843-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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