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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ETERING 

탈퇴 신청 
 

Advanced Metering 탈퇴 

City Light는 디지털 통신 계량기 (고급 계량기) 를 통한 새로운 전기 계량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추가 요금에 대해서 가정 고객은 

비표준 계량기(비통신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계량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고급 계량기 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 정보 수집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계량기는 City Light에 자동 무선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고급 계량기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하루 종일 기록합니다.  

• 고객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는 무선 주파수 (RF)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 중 여러 번 City Light에 전송됩니다. 이는 휴대폰 

및 Wi-Fi에서 이용되는 무선 통신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계량기는 하루 최대 90초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City Light의 보안 방화벽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 사용 데이터는 청구 및 기타 고객 서비스 작업을 위해 기존의 계량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객 계정과 매칭됩니다.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는 위에 설명된 Advanced Metering (고급 계량 프로그램)을 탈퇴하기로 선택한 가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량기에는 안테나 또는 무선 통신 라디오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량기에는 무선 주파수 (RF) 전송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계량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및 탈퇴 고객용임을 명시하는 파란색 라벨이 있습니다. 

• 탈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탈퇴 자격 가이드라인 

• 탈퇴는 가정 고객에 한정됩니다.  

• 탈퇴를 원하는 부동산 비소유주는 부동산 소유주가 서명한 허가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는 계량기 설치, 유지보수, 판독을 위해 City Light에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퇴 

참여가 종료되고 고급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4 가구 이하 건물의 소유주와 세입자는 탈퇴 자격 대상입니다. 세입자는 탈퇴에 대한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전체 건물에 대해 탈퇴를 선택할 경우, 건물주는 모든 가구의 탈퇴 계량기 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 건물에 5개 이상의 계량기가 설치(예: 계량기실 또는 외부벽)된 모든 종류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고객은 탈퇴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 순 계량 고객은 탈퇴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 상업 고객은 탈퇴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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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ETERING  

탈퇴 신청 

 

City Light 계량기 비교 

다음 차트에 나온 바와 같이, 탈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며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의 경우 혜택이 축소됩니다. 수수료는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 및 장비와 관련된 City Light의 간접 비용,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량기 판독 비용을 포함합니다. 

  고급 계량기 탈퇴하여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 선택 
탈퇴하여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 

선택 Utility Discount 

Program (공과금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일일 전기 사용 확인* 예 아니요 아니요 

정전 감지* 예 아니요 아니요 

서비스에 원격 연결* 예 아니요 아니요 

일회성 서비스 및  

관리 수수료 
비용 없음 $124.43 $49.77 

계량기당 일회성 설치 수수료 비용 없음 비용 없음, 예정된 계량기 

설치일로부터 2주 전 통지 

비용 없음, 예정된 계량기 

설치일로부터 2주 전 통지 

  $84.21,  

2주 전 통지 불필요 

$33.68  

2주 전 통지 불필요 

반복 청구 주기 수수료* 비용 없음 $15.87 

향후의 청구 주기당 
$6.35 

향후의 청구 주기당 

*고급 계량기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된 경우. 

**Utility Discount Program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참여자는 60%의 할인을 받습니다. 

상기 표에 나온 수수료 요약 설명  

• 일회성 서비스 및 관리 수수료는 $124.43입니다. 

• 각각의 청구 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 $15.87 은 고객의 계량기 판독 경로가 자동 판독으로 전환된 후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계량기를 수동으로 판독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고급 계량기 설치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2주 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설치 수수료 $84.21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City Light가 유지보수를 위해 계량기를 현장에서 교체하는 경우 설치 비용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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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ETERING  

탈퇴 신청 

 

탈퇴 단계 

• 완벽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가 완벽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예정된 설치일로부터 늦어도 2 주 내에 City Light 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o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역의 설치 날짜에 고급 계량기를 받고 기술자가 귀하의 자택을 다시 방문하여 탈퇴 계량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시게 됩니다. 탈퇴 계량기가 설치된 후 청구서에 설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설치일부터 탈퇴 계량기를 받는 날까지는 수일이나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 City Light 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객은 신청서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서신이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 신청서가 처리되면, 고객은 승인 또는 거부 서신을 우편으로 받을 것입니다. City Light는 적시에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 카운티 내 건물주의 기록이 City 

Light 계정이 있는 해당 건물주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City Light에서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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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 신청서의 번역문이 제공됩니다. 
법적 목적을 위해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영어 버전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ADVANCED METERING 

탈퇴 신청 
 

고객 정보 
계정 번호:  날짜: 

계정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주소: 

건물주 이름(계정에 있는 이름과 다를 경우): 

건물주 전화번호: 

탈퇴 이유 

 

 

약관 

 
본인은 본인이 제공된 고객 계정 번호에 명시된 권한있는 개인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인이 해당 건물*의 법적 

소유주이거나 아래 명시된 건물주의 허가를 받은 세입자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City Light의 

Advanced Metering에서 탈퇴하기 원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양식에 명시된 건물에 고급 계량기 대신 

비통신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City Light 의 탈퇴 정책(DPP III-427)에 따라, 본인의 계정에 

일회성 서비스 및 관리 비용, 자동 판독으로 서비스 전환 후 각 청구 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량기 판독 수수료가 산정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 신청서가 고급 계량기 설치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2주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계량기 설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City Light의 기본 요율에 대한 자격만 있으며 Advanced Metering시스템이 제공하는 

기타 모든 강화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월 중 일반 업무 시간에 계량기를 수동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계량기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City Light 직원에게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정 보유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 

이름(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물주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 

이름(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청인이 해당 건물의 법적 소유주가 아닐 경우, 탈퇴에 대해 해당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우편 발송할 주소: 

Seattle City Light 

Attn: Advanced Metering Opt-Out / Customer Care Division 

P.O. Box 34023  

Seattle, WA 98124-4023 

              또는 이메일: SCL_Advanced_Metering@seattle.gov 

              또는 팩스: (206) 684-3428 

 

 

Advanced Metering 및 탈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seattle.gov/light/meters를 방문하거나 (206)727-8777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City Light 내부용  
 

접수일: ____________ 
 
확인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 
 
주기: _____   경로: ______ 

 
UDP:  예 / 아니요      세입자:  예 / 아니요 
 
태양열: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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