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2024년 Tacoma Public Utilities 
주거용 요금 제안서

올 가을 2023년~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여 공공 자원 위원회와 Tacoma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제안서에는 Tacoma 
Power 및 Tacoma Water의 요금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acoma 시의회는 Environmental Services Commission의 권고를 받은 후, Environmental Services(폐수, 고체 폐기물, 
우수)에 대한 요금 제안을 검토합니다.

Tacoma Power
평균 증가율: 2023년 3.9%, 2024년 3.9%
— 2023년 월 평균 증가액 $3.70*
— 2024년 월 평균 증가액 $3.70*
요금은 매년 4월에 적용됩니다.

Tacoma Water
평균 증가율: 2023년 4.2%, 2024년 4.2%
— 2023년 월 평균 증가액 $1.73(City of Tacoma 내부)
— 2024년 월 평균 증가액 $1.80(City of Tacoma 내부)
— 2023년 월 평균 증가액 $2.05(City of Tacoma 외곽)*
— 2024년 월 평균 증가액$2.11(City of Tacoma 외곽)*
요금은 매년 1월에 적용됩니다.

* University Place시 요금은 University Place시 세금 6%가 적용되어 더 높습니다.

요금은 매년 1월에 적용됩니다.

이 요금은 예정값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수
평균 증가율: 2023년 6.6%, 2024년 6.7%

— 2023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1.81

— 2024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1.96

폐수
평균 증가율: 2023년 8.3%, 2024년 7.5%

— 2023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4.88

— 2024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4.81

고체 폐기물
평균 증가율: 2023년 4.4%, 2024년 4.4%

— 2023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2.16

— 2024년 예정 월 평균 증가액 $2.26

Environmen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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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MyTPU.org/Rates 
를 참조하십시오.

요금을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
고객과 마찬가지로 당사 역시 장비, 연료, 인력, 기타 비용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공급망 부족
또한 장비 구매의 지연 및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된 작업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보수 작업을 연기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지만 이제는 유지보수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COVID-19의 영향
팬데믹 기간 동안, 2021년~2022년의 예산과 요금 인상을 
줄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많은 고객들이 결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제 지원 확대
청구서 요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고객들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고객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연간 최대 $888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객이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금은 2023년~2024년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확대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금 계획 시 형평성을 처리하는 법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결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객과 방문객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자역 사회 모임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참여 방법
• 온라인 예산안을 읽어 보십시오.
• 공개 회의 및 봉사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 이메일 뉴스레터를 구독하십시오.

2023년과 2024년의 요금 조정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입니다. 당사의 요금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설 근처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증가된 비용이 과다하여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의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큰 폭의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며 계속해서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용 및 경제성 관리법
우리는 요금이 귀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여 요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및 장비 비용 – 장비 수리비나 구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인건비 – 직원이 언제, 어느 부문에서 증원 및 교체되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개방형 직위를 제공합니다.
• 결제 지원 프로그램 – 고객은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결제 자원 – 온라인 계정 시스템에 더 효과적인 

도구를 추가했습니다.

공과금을 관리하는 방법
• 예산 청구를 통해 월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MyTPU.org/BudgetBilling
• 온라인 결제 자원은 몇 가지 새로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MyTPU.org/MyAccount
• 전력, 수도 자원 관리는 비용을 낮추고 환경에 이롭습니다.  

MyTPU.org/Rebates
• 적격한 경우 결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yTPU.org/Assistance
•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개량 사업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MyTPU.org/ZeroInterest
• 하수도 관리 대출은 개인용 하수도 수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ityofTacoma.org/SideSe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