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난방유 관련법 대비 

난방유는 시애틀의 주택 난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시애틀은 

공기 품질을 개선하고 저장 탱크 유출을 방지하고 기후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석유 난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부사항: 

• 2021년 9월 1일부터 시애틀에서 판매되는 난방유에는 1갤런당 약 24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은 난방유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부과됩니다. 석유 서비스 공급업체가 

거주지 고객들에게 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연간 평균 118달러의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0갤런의 석유를 소비하는 평균 가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 석유세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저소득층 가구가 석유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난방 펌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도 전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난방비를 관리하고 석유 난방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전기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 석유세 환급  

시애틀 시는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달러까지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매년 고객의 Seattle City Light 계정으로 직접 또는 

수표로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 난방 펌프 비용 공제 

석유세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약 1,000가구 정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석유 난방에서 

전기 난방 펌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석유 탱크의 해체와 이전 

유로(오일 퍼니스)의 제거 작업에 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임차인을 위한 난방 펌프 

임차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애틀 시는 건물주와 협력하여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를 받을 것이며, 건물주는 3년간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임대 계약에 동의할 

것입니다. 

 

• 유틸리티 할인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떤 가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에서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면 전기 난방비를 60% 줄일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또한 상수도 비용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06 684 341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seattle.gov/light/assistance/를 참조하세요. 

https://www.seattle.gov/light/assistance/


 

저소득층 자격 요건이란?  
난방 펌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저소득층 자격 요건에 부합하려면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 연간 소득 

1 60,800달러 

2 69,500달러 

3 78,150달러 

4 86,900달러 

5 95,850달러 

 

 

난방유를 사용하는 모든 시애틀 주민들을 위한 지원:  

 

• 석유 탱크 유출 시 세척비 보험 - 무료  

워싱턴 주는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하신 주민들에게 최대 6만 달러의 세척비를 보장해 드리는 

무료 석유 탱크 유출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lia.wa.gov에서 제공됩니다.  

 

• 리베이트 

석유에서 적합한 난방 펌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가구는 1,5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에서 전기로 전환한 후에는 Seattle City Light 단열 및 창문 리베이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정 지원 옵션 

전기 난방 펌프, 내후성 설비 등을 비롯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지불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eattle City Light 법안에 따른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 Craft3(www.craft3.org/)와 Puget Sound Cooperative Credit 

Union(www.psccu.org/)에서 본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eatingOil@Seattle.gov로 연락하세요. 

 

 

 

http://(www.craft3.org/
http://www.pscc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