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튼 전기 서비스 고객님께,

고객님의 에버소스(Eversource) 전기요금 고지서상 전기공급업체 측 요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본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Eversource Basic Service)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즉 에버소스가 전기 전달업체이자 공급업체(귀댁에 공급되는 전기를 
구매하는 업체)입니다. 

단 액튼 타운에서는 새로운 타운 전기 수집 프로그램인 액튼 파워 초이스
(Acton Power Choice)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버소스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처럼 계속 전기를 전달해 드리나, 타운에서는 전기공급업체를 
따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액튼에서는 다이너지(Dynegy)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이 2019년 9월 검침분까지 적용됩니다. 금번 변경으로 
액튼에서는 전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현재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버소스 요금의 다음번 변경 월은 
2018년 7월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액튼 파워 초이스 프로그램 불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n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에버소스는 기존과 같이 계속 전기를 전달하고, 정전 
발생 시에 대처하며, 요금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한편 전기 공급은 다이너지가 
담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에버소스 고지서상 전기공급업체 부분에 다이너지 
에너지와 프로그램 요금이 표시됩니다. 단 금번 변경에도 전기 전달 요금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n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에버소스가 기존과 같이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고지서상 전기공급업체 부분도 계속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 누리는 혜택

지역 내 재생가능전력 활용 - 이제부터 총 전력량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우리 주 최소 요건을 초과하게 되며, 부족분은 뉴잉글랜드 내 에너지 
프로젝트들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선택권 확대 - 본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1) 파워 초이스 
스탠다드: 우리 주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추가로 뉴잉글랜드 내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5%를 공급받음. 2) 파워 
초이스 그린: 100% 재생가능에너지(전량 뉴잉글랜드 내 생산)만 공급받음. 
고객님께서는 일차적으로 파워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나, 파워 
초이스 그린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뒷면 참조.)   

예측 가능 - 에버소스 요금은 가정용 및 소상공인용은 6개월 간격, 대기업용은 
3개월 간격으로 변동됩니다. 반면 전기공급업체 측 요금은 2019년 9월 계량기 
검침분 이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숨은 비용도 없습니다. 

에버소스와의 관계

앞으로도 전력에 관한 모든 사안은 에버소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n  에버소스에서 계속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n  요금은 종전처럼 에버소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n  정전 발생 시 종전처럼 에버소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전달 요금 또는 연료 보조 제도 대상인 경우에도 상기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전기 공급 요금

10.720 ¢/kWh  
등록 후 첫 번째 검침분부터 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2019년 9월 

검침분까지 적용됩니다. 뒷면에 나와 있는 

에버소스 요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에 
불참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불참하시더라도 
벌금이나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불참하시면 기존과 같이 계속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이용자가 되십니다.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불참하시려면, 우송해 드린 서신에 적힌 
날짜로부터 33일 이내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동봉된 엽서 카드에 서명 후 회송
(우편 소인 날짜가 우송해 드린 
서신에 적힌 날짜로부터 33일 
이내여야 함), 다이너지에 전화  
1-866-220-5696으로 연락, 또는   
actonpowerchoice.com에서 
온라인으로 불참 의사 표시.

그 이후에 불참하시려면, 언제든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너지에 전화 1-866-220-5696 
또는 actonpowerchoice.com 에서 
불참 의사 제출.

액튼 타운
타운 전기 수집 프로그램 안내문

 

액튼 
파워 초이스

고객 지원

1-844-379-9933
service@actonpowerchoice.com

actonpowerchoice.com



*     파워 초이스 스탠다드 요금,  파워 초이스 그린 요금에는 모두 $0.001/kWh의 행정관리요금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요금보다 항상 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버소스의 기본 서비스 고정요금은 고객 유형에 따라 최대 6개월 
간격으로 변경됩니다. 동일 요율이 적용되는 어느 기간 동안 요금이 절감되더라도 이후 기간에 계속 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전기공급업체와의 약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나요? 다른 전기공급업체와의 
약정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본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시지 않습니다. 단 이 서신을 받으신 후에도 해당 업체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본 프로그램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미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계속 넷미터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더라도 넷미터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태양전지판에서 발생하는 
넷미터링 크레딧은 에버소스 고지서에 계속 표시되며, 본 프로그램 요금이 아니라 계속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요금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부 이메일 service@actonpowerchoice.com 또는 1-844-379-9933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타운 컨설턴트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Steven Ledoux 
타운 매니저

프로그램 선택 방안 및 요금

1.  아무 조치도 취하시지 않을 경우 파워 초이스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10.720* ¢/kWh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재생가능 에너지 구성 
내용

요금 적용 기간

탈퇴 조건

뉴잉글랜드의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들로부터 최소 5%를 공급받습니다. 이는 주정부 최소 

요구치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등록 – 2019년 9월 검침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탈퇴 비용도 없습니다.

2.   100% 재생가능에너지만 공급받고자 할 경우, 파워 초이스 그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파워 초이스 그린을 선택하시려면 다이너지에 전화 1-866-220-5696로 
연락하십시오.***

12.712* ¢/kWh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재생가능 에너지 구성 
내용

요금 적용 기간

탈퇴 조건

뉴잉글랜드의 프로젝트로부터만 모두 100% 재생가능 에너지.

등록 – 2019년 9월 검침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탈퇴 비용도 없습니다.

3.  불참하시면 종전대로 다음과 같은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이용자가 되십니다. 현재 요금은 가장 최근 에버소스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상 전기공급업체 부분에 

적용된 요율을 확인하세요.) 또는 

actonpowerchoice.com/options-

pricing을 방문하세요.

재생가능 에너지 구성 
내용

요금 적용 기간

탈퇴 조건

매사추세츠 주 최소 재생가능 에너지 요건에 부합합니다. 

에버소스의 기본 서비스 고정요금은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의 경우 6개월, 대기업용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변경됩니다.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탈퇴 비용도 없습니다. 



서명은 당사에 고객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카드에 이름이 나와 
있는 분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불참하시려면, 회송 봉투에 찍히는 우편 소인 날짜가 우송해 
드린 서신에 적힌 날짜로부터 33일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 등록을 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불참 방법 안내

액튼 파워 초이스(Acton Power Choice)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불참하고자 할 경우:

1. 이 카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2. 제공해 드린 봉투에 카드를 넣어 우편함에  

넣습니다.

 
 

X
    서명                                                          날짜

액튼 파워 초이스 프로그램  
불참 통보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