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

CARE Program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아래에서 기본 에너지
허용량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월별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점검하여 CARE Program을
통해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ENERGY STATEMENT

Account No: 1023456789-0
04/04/2017
Statement Date:
Due Date:
04/25/2017

www.pge.com/MyEnergy
Service For:

Your Account Summary

Sally Johnson
1234 Main Street
Anytown, CA 00000

Amount Due on Previous Statement
Payment(s) Received Since Last Statement

$85.67
-85.67

Previous Unpaid Balance

$0.00

Current Electric Charges

$107.64

Total Amount Due by 04/25/2017

$107.64

Questions about your bill?
24 hours per day, 7 days per week
Phone: 1-800-743-5000
www.pge.com/MyEnergy
Local Office Address
1234 Office St
City, CA 00000

지난 1년간 청구된
월별 에너지 요금

Current charges include a discount of $63.64 for CARE.

Electric Monthly Billing History

총 CARE 할인 금액

Daily Usage Comparison
1 Year Last Current
Ago Period Period

$600

27.60

$450

23.33

N/A

$300

Electric kWh / Day

$150

Enrolled Programs

CARE 할인이
적용된 총 납부 금액

$0
2016

CARE 할인
적용 전 금액:

7/01 8/03 9/02 10/04 11/02 12/03 1/04 2/02 3/05 4/04 2017
Visit www.pge.com/MyEnergy for a detailed bill comparison

CARE Discount

$171.28
CARE 할인 금액: - $63.64

어느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총 납부 금액:

$107.64

기본 에너지 허용량이 중요한 이유
CARE Program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려면, 귀하의 에너지 사용량이 귀하의 기본 에너지 허용량의 4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기본 에너지 허용량 계산 방법을 알아두고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에서는 귀하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량에 변화가 없을 경우 귀하의 가구는 CARE Program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 에너지 허용량 계산 방법:

A

총 사용량

1,490 kWh

B

Tier 1
허용량

316 kWh

기본 에너지
허용량

471%

471%는 허용된 400%를 초과합니다.

400% 미만

CPUC에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00% ~ 600%

CPUC에서 귀하에게 등록 후 확인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600% 초과

CPUC에서 귀하를 CARE Program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 에너지 허용량 계산의 예.

Account No: 1023456789-0
Statement Date:
04/04/2017
Due Date:
04/25/2017

ENERGY STATEMENT
www.pge.com /MyEnergy

계속 CARE Program
Details of Electric Charges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Service Information

본 날짜까지 반드시
03/05/2017 - 04/03/2017 (30 billing days)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1234 Main Street

Meter #
Total Usage
Baseline Territory
Heat Source
Serial
Rotating Outage Block

Service Agreement ID: 9087654321
Rate Schedule: E1 TH Residential Service
Enrolled Programs: CARE Discount (Renew by 06/25/2018)
03/05/2017 - 04/03/2017
Tier 1 Allowance
Tier 1 Usage
Tier 2 Usage
CARE Discount
Energy Commission Tax

Your Tier Usage
303.00
303.000000
400.000000

Total Electric Charges

kWh
kWh
kWh

1

1098765432
703.000000 kWh
T
Electric
R
50

Your CARE usage is charged at these rates
($/kWh). Differences may occur due to rounding.

2

(30 days x 10.1 kWh/day)
@ $0.19979
$60.54
@ $0.27612
110.45
-63.64
0.29

B

$107.64

03/05/2017 - 04/03/2017
Tier 1
0.12643
Tier 2
0.17261
High Usage
0.23970

A

세탁기가 가득 찰 정도로 세탁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찬 물로 세탁합니다.
세탁기가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전력의
약 90%가 절약됩니다.

오후에는 수영장, 공원, 지역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냉방 시설이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38 ~ 40 °F로,
냉동실 온도를 0 ~ 5 °F로
맞춥니다.
냉장고
35º

COLD

HOT

WARM

컴퓨터, TV, 전화기 충전기, 오락기,
커피메이커 등의 기기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면 연간 최대 $100이
절약됩니다.

선풍기를 사용하여 열을 식힙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끕니다.

냉동실
40º

0º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꺼둡니다.
낮에는 불을 켜지 않고 자연광을
활용합니다.

빨래 건조기를 돌리기 전에 반드시
보풀 거름망을 깨끗하게 합니다.
테니스 공이나 깨끗한 마른 수건을
건조기에 넣어 공기 순환을 좋게
하고 건조 시간을 줄입니다.

5º

샤워를 짧게 하여 물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줄입니다. 양치,
면도, 설거지 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빨래 건조기를 여러 번 돌릴 때에는
연속으로 돌립니다. 이미 발생한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덜합니다.

겨울철 절약 방법
낮 외출 시와 밤에는 커튼,
블라인드를 쳐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문틀과 창틀에 난 틈이나 금이 간 곳을
메워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여름에는 78 °F
이상으로 겨울에는 68 °F 이하로
유지합니다.

여름철 절약 방법

“PG&E”는 PG&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약자입니다. ©2017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PG&E는 재활용 종이

일상 속 절약 방법

CCA-0917-8872

에너지와 에너지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