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다가구
적정주택의
태양 에너지
(SOMAH)

유의 사항:

SOMAH 프로그램에서는 세입자들이 각 SOMAH 프로젝트에서 최소 51%의 솔라 크레딧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 네트 에너지 미터링(Virtual Net Energy Metering: VNEM)은 솔라 크레딧을 전기요금에 바로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VNEM은 하나의 태양 전지판 시스템으로 여러 세입자 가구 및 공용 구역의 청구
크레딧을 나눌 수 있는 청구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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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M은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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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거주하는 건물의 태양 전지판에서 생성하는 전기

전기는 전력망으로 전송되며 태양광 계량기로 측정됩니다.

전력망은 전기회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로서 이를 통해 가정, 기업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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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 계량기로 측정됩니다.

귀하의 전기회사는 귀하의 가구에 할당된 솔라 크레딧을 반영하여 월간 청구액을�낮춰줍니다.

SOMAH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상담전화: 800-843-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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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요금에 대에 알아야 할 사항

귀하의 건물에 태양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 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의
양식과 청구액 계산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공공요금 구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구서는 전기회사에 따라 두 가지 요금 구조, 즉 표준 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TOU)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You will have the option to choose which plan works best for you and
your household.

표준 요금제

귀하의 청구서는 다양한 단계나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단계에는 고객이 사용 가능한 특정한
수의 전기 단위(킬로와트시 또는 kWh)가 있습니다.
한 단계에 정해진 전기를 다 사용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한 단계에서 그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전기요금에는 2~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요금제(TOU)

시간대별 요금제는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요금을
제공합니다. 즉 전기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간대에 따라 각 전기 단위(킬로와트시 또는 kWh)
의 요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TOU 요금은 피크
시간대와 오프피크 시간대로 나뉘며, 피크 시간대에
전기요금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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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여 가동되면 전기회사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기존 표준 요금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요금제 및 표준 요금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CE에 800-655-4555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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