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할 수 있는 정전 사태를 방지하려면 특히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절전 경보인 ‘플렉스 얼럿(Flex Alert)’은 사용할 수 있는 전원 공급이 
부족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전 보상
(Power Saver Rewards)’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줄이고 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전 보상을 사용하면  ‘플렉스 얼럿’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때 전기 요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가구가 자동 등록되지만, PowerSaverRewards.org에서 직접 가입하여 절전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절감액은 유틸리티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플렉스 
얼럿’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절전 보상(POWER SAVER 
REWARDS)이란 무엇입니까?

예상 가능한 에너지 공급 부족 시간에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예방 가능한 정전 사태를 방지할 때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사회 및 거주자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예방 가능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플렉스 얼럿(Flex Alert)’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얻은 비용 보상은 향후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비용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역 유틸리티 공급자의 절전 보상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절전 보상을 위한 등록

세부 지급액은 유틸리티 공급자마다 다릅니다.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PowerSaverRewards.org로 이동합니다. 
‘플렉스 얼럿’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에어컨을 미리 가동하여 저녁 
시간에는 집이 시원해지도록 합니다.

식기 세척기 및 세탁기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주요 가전 제품을 사용해 
집안일을 처리합니다. 

오전에는 햇볕을 즐기고 오후에는 창문 
가리개(가리개, 블라인드 또는 커튼)를 
조절하여 집을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플렉스 얼럿’ 이전에 무엇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플렉스 얼럿’ 당일 오후 4시* 이전 할 수 있는 것들: 

‘플렉스 얼럿’이 발령됐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에 전력을 절약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가전 
제품은 전원을 끄십시오.

온도 조절 장치를 78도로 올리고 
시원해지려면 선풍기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주요 가전 제품 사용은 오후 9시 이후 
또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십시오.

집이 더운가요? 폭염대피소인 쿨링센터, 
도서관, 영화관 가기를 고려해 보세요.

‘플렉스 얼럿’이 발령됐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에 전력을 절약하십시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절전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PowerSaverRewards.org

#PowerSaverRewards

여기를 스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