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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여름 기간 동안의 높은 전기료를 위한 해결 방법 제시
로즈미드,캘리포니아., 2013년 9월10일, -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은 지난 주 지금까지 최고의
전력 소비량인 22,534 메가와트(한 시점에 남가주 1400만 가정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의
전기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산발적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SCE 는 높은 전기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SCE 의 고객프로그램의 세스 카이너 부사장은 “지난 한 달간의 더위로 인해 평소보다 에어컨사용을
많이 한 고객들께서는 평소보다 다소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에너지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인센티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기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 33만3천명의 SCE고객들은 월간 전기료의 한계선을 지정하고 이를 도달 할 경우 경고를
해 주는 예산도우미 프로그램(the Budget Assistant tool)에 등록했습니다.

SCE.com에서 알아볼 수

있는 마이 어카운트(the My Account)기능은 고객들이 각자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할 수 있고 현재
전기료를 알아볼 수 있으며 예상되는 다음 달 전기료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파워

데이(Save Power Days)는 오후2시부터6시까지 전기를 아껴쓰는 고객께 일년에 최대 $100까지
고지서의 전기료를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SCE고객들께서는 페이먼트 분활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www.sce.com/highbillhelper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사용을 원치 않는 고객들을 위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 센터(cool cente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에 전화 하시면 근처에 있는 쿨 센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SCE에서는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

온도조절계의 기온을 78도 이상으로 맞추십시오.

•

가능하면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사용하십시오.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시고 방을 나갈때는 전등을 끄십시오.

•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사용하셔서 직사광선을 차단하십시오.

•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동시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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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인터내셔널(NYSE:EIX)의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로
중가주와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남가주 등 50,000 스퀘어 마일에 걸쳐 490만 가정과 업체, 총
1,400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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