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IN ENERGY

2022년 기준요금 검토 팩트 시트

Austin Energy
는 기본 요금 변경을
제안하고 있고 기본 요금 검토를 시작합니다.
왜 Austin Energy 는 기본 요금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본 요금 검토 프로세스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Austin Energy는 전기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2021 회계연도
데이터를 살펴보는 재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 검토의 결과
Austin Energy가 전체 기본 요금 7.6% 인상을 통해 기본 수익을
4,800만 달러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요금 검토 프로세스는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스틴
에너지가 제안 및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발표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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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면 이 인상은 Austin Energy가 비용을 더 잘 회수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계속 가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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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Energy 가 제안한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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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 조정.

이 프로세스는 커뮤니티 우선 순위 및
피드백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구식 주거 기본 요금 구조를 업데이트.
• 에너지 판매에 덜 의존하여 고정 비용을 더 잘 회수.

• 독립 소비자 옹호관이 주거 및 소규모 사업체의 우선 순위를
대표할 것입니다.

• 지역 사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보다 공평한 요금을
설정하여 고객이 서비스 비용에 더 가깝게 납부하도록
합니다.

• 공정한 청문회 심사관이 다음을 수행합니다:
» Austin Energy의 기본 요금 변경 제안 검토.
» 참가자로부터 문제 청취.
» Austin 시의회에 제언.

18 년 4 월
Austin Energy 기본 요금 제안서 발표.
기본 요금 검토 프로세스 시작.

자세한 내용은 austinenergy.com/go/rates 을 참조하세요.

10 월

2023년 월

4월 18일 - 9월 15일
자료제출, 설명회, 참가자 발표 및 공정한
청문회 심사관 추천 등 공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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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월 중순 ~ 5월 중순
커뮤니티 미팅

12 월

10월 하순~11월
전기 유틸리티 위원회;
의회 미팅;
최종 의회 조치.

11 월

기본 요금 검토 타임라인

• austinenergy.com/go/rates 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얻고
참여하고 참여 옵션을 찾으십시오.

2023 년 1 월
기본 요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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