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 년 SUBURBAN WATER SYSTEMS(교외 수도 시스템) 요금 인상 요청 고지
일반 요금 케이스
(신청 번호: A.17-01-001)
2017 년 1 월 3 일, Suburban Water Systems(Suburban, 교외 수도 시스템)는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CPUC, 캘리포니아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General Rate Case(GRC, 일반 요금
케이스)를 신청(A.17-01-001)했습니다. 이 GRC 신청은 2018, 2019, 2020 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신청에 대해
CPUC 의 규정에 따라 Suburban 은 3 년마다 GRC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GRC 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의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Suburban 은 2018 년에 $11,020,932(또는 15.25%) 인상, 2019 년에 $6,148,017(또는
7.38%) 추가 인상, 2020 년에 $5,543,562(또는 6.20%) 추가 인상으로, 3 년간 총 $22,712,511(또는 31.43%)의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아래 표는 CPUC 가 요금 인상을 완전히 수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소비자 영향
세수 인상 제안은 고객별로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금 수입
고객층
$
일반 가정
51,164.2
사업체
12,599.4
산업용
1,436.4
공공기관
3,170.2
재판매용 기타 수도
시설
41.3
건설용
134.0
사설 소방 서비스
1,161.8
사유지의 소화전
서비스
169.4
재이용수
2,392.9
총 합계
72,269.6

세수 인상 제안(천 달러 단위)
2018 년 인상
2019 년 인상
$
%
$
%
7,402.5 14.47
4,321.2 7.38
2,088.3 16.57
1,091.5 7.41
281.7 19.61
131.3 7.64
550.9 17.38
267.0 7.39

2020 년 인상
$
%
3,901.9 6.20
980.4 6.20
114.6 6.20
240.5 6.20

총 인상분/율
$
%
15,625.6 30.54
4,160.1 33.02
527.6 36.73
1,058.3 33.38

5.6 13.49
15.7 11.72
177.2 15.25

3.3 7.05
12.4 7.39
97.4 7.38

3.1 6.20
11.1 6.20
87.9 6.20

12.0 29.03
39.2 29.26
362.5 31.20

25.8 15.25
473.2 19.78

14.9 7.38
209.2 7.30

13.4 6.20
190.6 6.20

54.1 31.93
873.0 36.48

11,020.9 15.25

6,151.8 7.39

5,543.6 6.20

22,712.5 31.43

제안 요금에 따르면 2018 년 1 월 1 일부터 사설 소방 서비스의 월 요금은 서비스 연결 지름 1 인치당 $20.92 에서
$24.11 로 인상되고, 2019 년 1 월 1 일에는 $25.89, 2020 년 1 월 1 일에는 $27.49 가 됩니다. 2018 년 1 월 1 일에는
소화전 서비스의 월 요금은 표준 6 인치 소화전 하나당 $27.68 에서 $31.90 로 인상되며, 2019 년 1 월 1 일에는
$34.25, 2020 년 1 월 1 일에는 $36.38 가 됩니다.
CPUC 가 제안 요금 인상을 승인하는 경우, ¾인치 미터기로 매달 13ccf(ccf = 100 세제곱피트, 1ccf = 780 갤런의
물)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 고객이 부담하게 될 월 평균 요금은 CPUC 상환 수수료 이외의 기타 적용되는 추가
요금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an Jose Hills 요금 지역 1
현재 요금
증가액
신규 요금
증가율
Whittier/La Mirada 요금 지역 2

2018

2019

2020

$56.48
$8.20
$64.68
14.5%

$64.681
$4.94
$69.62
7.6%

$69.622
$4.32
$73.94
6.2%

현재 요금
증가액
신규 요금
증가율
1: 2018 년 요금 인상 후의 2019 년 금액

$54.94
$63.021
$8.08
$4.43
$63.02
$67.45
14.7%
7.0%
2: 2019 년 요금 인상 후의 2020 년 금액

$67.452
$4.18
$71.63
6.2%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
요금 인상 제안은 Suburban 의 수도 공급 시스템을 유지 및 향상하고 운영 및 유지 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 인상으로 수처리, 저장, 공급 시설이 서비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해당하는
모든 식수 안전 품질 기준을 언제나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사본 발급
GRC 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의 사본은 Suburban 의 사무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San Jose Hills Service Area
(San Jose Hills 서비스 지역)
2235 E. Garvey Ave. N. Ste. A
West Covina, CA 91791
전화 (626) 543-2640

Whittier/La Mirada Service Area
(Whittier/La Mirada 서비스 지역)
15088 Rosecrans Avenue
La Mirada, CA 90638
전화 (562) 944-8219

Main Office
(본사)
1325 N. Grand Ave. Ste. 100
Covina, CA 91724-3603
전화 (626) 543-2500

이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uburban 커뮤니케이션 부서에 (626) 543-253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San Francisco 에 위치한 CPUC 의 중앙 문서 관리 사무소에 예약하시면 신청서의 사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aljcentralfilesid@cpuc.ca.gov 를 방문하거나 (415) 703-2045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CPUC 절차
해당 신청은 행정법 재판관(판사)이 담당하며, CPUC 결정의 토대가 될 기록을 모으는 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관련 서류를 수집할 주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소비자 옹호 단체 및 “당사자”로 공식 규정된 기타
단체가 증언하며, 기타 당사자에 의한 교차 검증하는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되나
당사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심리 과정에서 모든 제안과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담당 재판관이 Suburban 의 요청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수용, 수정,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안을 발표합니다. 다섯 명의 CPUC 위원 누구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안 및 다른 결정은 예정된 CPUC 투표 모임에서 투표로 정해집니다.
Office of Ratepayer Advocates(ORA, 공공요금 납부자 보호국)가 해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ORA 는
CPUC 에 소속된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투자자가 소유한 공공 서비스의 고객을 대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 수준에 맞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 요금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위임되었습니다.
ORA 에는 경제,
금융, 회계, 엔지니어링에 전문성을 갖춘 다분야의 직원이 있습니다. ORA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415) 703-1584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ora@cpuc.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www.ora.ca.gov 를 방문하십시오.
계속 업데이트 받기
이 절차나 CPUC 이전의 다른 문제를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CPUC 의 무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bscribecpuc.cpuc.ca.gov/에 가입하세요.
이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거나,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CPUC 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CPUC 의 공공 상담사 웹 사이트 http://consumers.cpuc.ca.gov/pao/를 방문하십시오. 공공
상담사에게는 다음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public.advisor@cpuc.ca.gov
서신: CPUC Public Advisor’s Office, 505 Van Ness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866-849-8390

이 문제에 관해 CPUC 와 소통하는 경우, Suburban Water Systems' GRC Application No. A.17-01-001(신청 번호:
A.17-01-001)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대중의 의견은 이 절차의 공공 서신 파일에 포함되며, 담당 재판관, 위원, 담당
CPUC 직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