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www.masspowerchoice.com/lexington/letter_korean.pdf
中文: www.masspowerchoice.com/lexington/letter_chinese.pdf

렉싱턴 시
커뮤니티 초이스 전력 집합 프로그램 통지서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

렉싱턴 전력 서비스 고객님 귀하,
저는 렉싱턴의 커뮤니티 초이스 전력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공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하가 사용하는 전력에서 재생 에너지의 양을 100%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른 재생 가능한 전력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전력 공급 가격

이 프로그램은 귀하의 Eversource 전력 요금의 공급요금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렉싱턴의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탈퇴 요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33 일 이내(통지에 표시된 날짜 확인)에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취소가 접수되어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11.624 ¢/kWh
프로그램 등록 후에 첫 번째 전기계량기
검침에서 부터 가격이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전기계량기를 검침
때 끝날 것입니다. 뒷면에 Eversource
요금제와 비교해보십시오.


탈퇴를 원하지 않으시면 100% 그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격
11.624 ¢/kWh에 자동 등록되어 100% 재생 에너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고객 지원

이 프로그램은 전기 집단으로 알려진 집단 전력 구매의 한 형태입니다. 전기 집단은 지역

1-844-379-9935

사회의 일괄 구매력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의 전력 공급자를 선택하고 전력 공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lexington@masspowerchoice.com
masspowerchoice.com/lexington

렉싱턴은 Constellation NewEnergy(콘스텔레이션 뉴에너지)와 뉴 잉글랜드 외부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0% 재생 가능 전력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뉴 잉글랜드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받도록

참여를 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거나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재생 에너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정보는 이 편지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그램 가격은 2020년 12월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 안정성으로 귀하가
사용하는 기존의 Eversource(에버소스)의 기본 서비스와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versource의 기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Eversource 요금 청구서의 공급
부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가격이 6개월마다 (주거 및 중소기업 계정의 경우) 또는 3
개월 (대규모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 변경됩니다. 가격 안정성으로 인해 우편이나 전화로

귀하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탈퇴에 대한 벌금 또는
수수료는 없으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면 Eversource
기본 요금 서비스 고객으로 남게 됩니다.

서비스 요금과 비교하여 봤을 때 Constellation NewEnergy와의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등록되기 전에 탈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편지의 날짜로부터 33 일 이내에 조치:

절감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많은 상업적 제공 서비스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Eversource의 기본

EVERSOURCE와의 관계
n 귀
 하가 참여하면 Eversource는 귀하의 전력 공급사로 유지됩니다. 전력 요금
청구서를 계속 받게 되고 전원이 끊어지면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Eversource 청구서의 공급 부분에 Constellation NewEnergy가 귀하의 전기 공급
업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공급 비용을 계산하는 데 이 프로그램 가격이
사용될 것입니다.
n 귀
 하가 참여하지 않으면 Eversource 청구서의 공급 요금 부분은 Eversource의 기본
서비스 가격을 계속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저소득층 적용 요금이나 혹은 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 렉싱턴의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된 카드 (우편으로 받은
동
편지 날짜로부터 33 일 이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에 서명하고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Constellation
NewEnergy에 1-844-813-7876로
전화 또는 masspowerchoice.com/
lexington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탈퇴를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나중에 탈퇴를 원하시면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십시오.


onstellation NewEnergy에
C
1-844-813-7876으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masspowerchoice.com/
lexington을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탈퇴해주십시오.

프로그램 선택 사항 및 가격
1.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0 % 그린에 등록됩니다:

11.624* ¢/kWh

주거용, 중소기업 용

재생 가능 에너지 내용

100 % 재생 에너지, 주로 뉴 잉글랜드 외부의 풍력 프로젝트에서 생성.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을 포함하여 뉴
잉글랜드 (MA Class I RECs) 내의 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5%가 포함됩니다.

요율표

등록 - 2020년 12월 계량기 검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약관

언제든지 해제 가능. 해제 비용 없음.

2. 1
 00% 지역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뉴잉글랜드 그린
(NEW ENGLAND GREEN):

12.428* ¢/kWh

주거용, 중소기업 용

뉴잉글랜드 그린(NEW ENGLAND GREEN)을 선택하려면, 고객 지원 서비스에
1-844-379-9935로 연락 주십시오.

재생 가능 에너지 내용

100% 신 재생 에너지, 뉴 잉글랜드 (MA Class I RECs)의 모든 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요율표

등록 - 2020 년 12 월 계량기 검침부터 적용.

약관

언제든지 해제 가능. 해제 비용 없음.

3. 100 % 재생 에너지를 원하지 않으면 기본(BASIC)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BASIC)을 선택하려면, 고객 지원 서비스에 1-844-379-99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내용

매사추세츠 주 최소 재생 에너지 요건 충족.

요율표

등록 - 2020년 12월 계량기 검침에서부터 적용.

약관

언제든지 해제 가능. 해제 비용 없음.

4. 선
 택하면 EVERSOURCE의 기본 서비스에 남아있게 되며, Eversource 청구서의 공급
부분에 반영될 것입니다.

11.494* ¢/kWh

주거용, 중소기업 용

현재 Eversource 주거용, 중소기업
용 및 대기업 용 가격에 대해서는
공지 통지서의 관련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재생 가능 에너지 내용

매사추세츠 주 최소 재생 에너지 요건 충족.

요율표

가격은 Eversource의 현재 요율 기간에 유효합니다. 주거 및 중소기업 계정의 경우 Eversource의 요금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기업 계정의 경우 Eversource의 요금 기간은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및 10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약관

언제든지 해제 가능. 해제 비용 없음.

* 1
 00% 그린 가격, 뉴 잉글랜드 그린 가격 및 기본 가격에는 모두 $0.001 / kWh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격은 전력 공급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가로, 법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절감 비용은 보장됩니까? 아니요. 내셔널 그리드의 고정 기본 서비스(National Grid’s fixed Basic Service)요금은 주거용 및 상업용
계정의 경우 6 개월마다, 그리고 산업 계정의 경우 3 개월마다 변경됩니다. 단일한 요율 기간의 절감은 후속적인 요율 기간의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공급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까? 전기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기존의 전기 공급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해야합니다.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 등록되고 기존 전기 공급 업체로부터 조기 해지로 인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과세 계정이 있습니다. 제 비과세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은 프로그램 전력 공급 비용의 일부로
청구됩니다. 고객님께서 적절한 비과세 서류를 Constellation에게 제공하여 세금 부과로부터 면제 세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MassPowerChoice.com/Lexington을 방문하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 지원팀(lexington@masspowerchoice.com)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1-844-379-99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컨설턴트가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말로이 (James Malloy)
타운 매니저			

다니엘 보스 (Daniel Voss)
의장, 지속 가능한 렉싱턴

답신용 카드 받기 취소

지침 받기 취소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
(COMMUNITY CHOICE PROGRAM)
코드 받기 취소

귀하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 카드를 사용한 탈퇴 방법:
1. 이 카드에 서명하시고 날짜를 쓰세요.
2. 작성한 카드를 동봉한 봉투에 넣으세요.
3.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X
서명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귀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이 카드에 적혀진 고객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편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33 일 이내에 반송 봉투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자동으로 취소가 접수 확인됩니다.
또는 웹사이트 masspowerchoice.com/lexington를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취소하거나 Constellation
NewEnergy에 1-844-813-7876으로 전화하셔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