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a más detalles en español, llame al (626) 543-2640 para el área de servicio de San Jose Hills, o al (562) 944-

8219 para el área de servicio de Whittier/La Mirada. Para obtener una copia de este aviso en español visite 

nuestro sitio web en www.swwc.com/suburban/announcements/ 
 

有關中文的更多詳情，請致電 (626) 543-2640到San Jose Hills服務區，或致電 (562) 944-8291到Whittier / La 

Mirada服務區。有關本通知的中文版，請訪問我們的網站：www.swwc.com/suburban/announcements/ 

 

한국어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an Jose Hills 서비스 지역은 (626) 543-2640으로 전화하거나 Whittier / La Mirada 

서비스 지역은 (562) 944-8219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로된 이 통지서 사본은 웹 사이트 

www.swwc.com/suburban/announcements/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bằng tiếng Việt, hãy gọi khu vực dịch vụ San Jose Hills theo số (626) 543-2640 hoặc khu 
vực dịch vụ Whittier / La Mirada theo số (562) 944-8219. Để có một bản sao của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vui lòng truy cập www.swwc.com/suburban/announcements/ 
 

Para sa karagdagang impormasyon sa Tagalog, tawagan ang lugar ng serbisyo ng San Jose Hills sa (626) 543-

2640 o lugar ng serbisyo ng Whittier / La Mirada sa (562) 944-8219. Para sa isang kopya ng tagalog na ito ng 

paunawa, mangyaring bisitahin ang www.swwc.com/suburban/announcements/ 

Suburban Water Systems의 수도 요금 인상 

요청 신청서 A.23-01-001 통보 

 

내가 이 통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3년 1월 3일, Suburban Water Systems (Suburban)은 캘리포니아 공익 사업 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에 2024, 2025와 2026년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일반 수도 요금 사례 (GRC) 신청서 (A.23-01-001)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CPUC가 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Suburban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의 예상 비용을 회수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고지서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Suburban이 이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PUC는 Suburban에 매 3년마다 GRC 신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GRC의 목적은 Suburban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

월까지 예상 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Suburban 프로젝트는 다음의 결과로 이 기간동안 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1) 지속되

는 절약으로 인한 각 고객에 대한 급수 판매량의 감소와 (2) 급수와 에너지 구입을 포함한, 생산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내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만일 Suburban의 요금 인상 요청이 제안대로 CPUC에 의해 승인된다면, CPUC 변제 수수료를 제외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요

금을 제외한 3/4 인치 미터로 14 ccf (1 ccf = 100 입방 피트 또는 780 갤런의 물)를 사용하는 거주 고객의 평균 월 청구서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2024  2025  2026 

산 호세 힐즈 서비스 지역 I    

  현재 금액   $80.17  $94.99  $101.21 

  인상 금액   $14.82    $6.22    $5.25 

   새 고지서   $94.99  $101.21  $106.46 

   인상 퍼센트    18.5%     6.5%        5.2% 

 휘티어/라 미라다 서비스 지역 2 

현재 금액   $75.27  $91.30  $94.93 

  인상 금액   $16.03    $3.63   $4.93 

   새 고지서   $91.30  $94.93  $99.86 

   인상 퍼센트   21.3%     4.0%       5.2% 

제안된 요금하, 2024년 1월 1일, 매월 개인 화재 서비스는 각 서비스 연결 지름 인치당 $28.16에서 $33.73로 인상될 

것입니다. 그후 2025년 1월 1일에는 $35.57로, 2026년 1월 1일에는 $37.42로 인상됩니다. 2024년 1월 1일, 소화전 서비스는 

각 6인치 표준 소화전당 $37.25에서 $44.62로 인상될 것이며, 그 후 2025년 1월 1일에는 $47.05, 2026년 1월 1일에는 

$49.50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Suburban의 저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격 있는 거주 고객은, 3/4 인치 미터로 매월 14 Ccf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2025  2026 

산 호세 힐즈 서비스 지역 I     

  현재 금액   $71.34  $84.42  $90.05 

  인상 금액   $13.08    $5.63   $4.67 

   새 고지서   $84.42   $90.05  $94.72 

   인상 퍼센트    18.3%    6.7%       5.2% 

 휘티어/라 미라다 서비스 지역 2 

현재 금액   $66.44  $80.72  $83.77 

  인상 금액   $14.28   $3.05   $4.34 

   새 고지서   $80.72  $83.77  $88.11 

   인상 퍼센트    21.5%    3.8%      5.2% 

 

캘리포니아는 현재 가뭄 비상 사태입니다. 고객은 물을 절약하여 이 인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매출 증가는 고객급에 따라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CPUC는 전체적으로 요청된 요금 인상을 승인한다고 

가정됩니다. 

 

    제안된 인상 (천 달러당) 

     현 수입 2024 증가  2025 증가  2026 증가 

고객 급     $ $ % $ % $ % 

 거주용    70,493.6  13,781.1  19.55 4,283.2  5.28  4,442.4  5.20  

 사업용    20,283.1  4,124.2  20.33  1,425.7  5.87  1,338.2  5.20  

 산업용    1,867.3  386.4  20.69  164.3 7.29  125.7 5.20  

 공공 단체    3,723.9 782.7  21.02  257.6  5.72  247.7  5.20  

 다른 재판매를 위한 수도 유틸리티 49.1  10.0  20.27  2.2  3.68  3.2  5.20  

건설 용수 서비스   186.6  34.5  18.50  9.7  4.16  12.7  5.20  

개인 화재 방지 서비스  1,822.7  360.7  19.79  120.4  5.45  121.2  5.20 

개인 사유재산내 소화전 서비스  223.1  44.1  19.79  14.7  5.45  14.8  5.20  

재활용수    1,223.7  240.1  19.62  115.1  7.86  82.1  5.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    99,873.2  19,764.0  19.79  6,392.9  5.49  6,388.0  5.20 

 

이 과정의 나머지 작업은 어떻게 수행됩니까?  

이 신청서는 공식적인 청문 절차동안 제출된 제안과 증거를 고려할 CPUC 행정법 판사에게 선임될 것입니다. 행정법 판사는 

Suburban의 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부정할 수 있는 제안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다른 CPUC 

위원은 다른 결과로 대체 결정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결정과 다른 대체 결정은 토의될 것이며 CPUC 공개 투표 

회의에서 CPUC 위원에 의해 투표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서비스 수준으로 가능한 가장 저렴한 서비스 요금을 받도록 소비자를 대표하는 독립적 소비자 

대변인인 CPUC내 대중 대변인 사무실 포함, 절차 당사자는 Suburban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1-415-703-1584에 전화, PublicAdvocatesOffice@cpuc.ca.gov에 이메일 하거나, PublicAdvocates.cpuc.ca.gov를 방문하십시오. 

 

Suburban의 요청에 대한 생각을 제공하는 당신의 참여는 CPUC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apps.cpuc.ca.gov/c/A2301001를 방문하여 CPUC Docket Card상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은 

서류와 이 절차에 관련된 다른 공개 의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Suburban 연락처 

웹사이트: www.swwc.com/suburban  

전화:  1-626-543-2531  

이메일 산 호세 힐즈 서비스 지역 : sanjosehills@swwc.com  

휘티어/라 미라다 서비스 지역: whittierlamirada@swwc.com  

신청서의 복사본과 관련된 서류는 www.swwc.com/suburban/general-rate-case/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UC 연락처 

만일 당신이 CPUC 과정에 질문이 있으면, 다음 CPUC 공보관실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1-866-849-8390 (toll-free) or 1-415-703-2074  

이메일: Public.Advisor@cpuc.ca.gov  

우편:  CPUC 공보관실 

505 Van Ness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  

 

신청서 23-01-001을 당신이 이 서한에 대해 CPUC와 대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