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공공 서비스   

2019~2020년도 예산 및 요금 진행 현황 

이 요금은 예상 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타코마 전기 예상 조정 요금 

2% 시스템 평균 인상  

0.9% 평균 주거용 인상 

— 2019 년 월평균 $0.84 인상 

— 2020 년 월평균 $0.85 인상  

타코마 수도 예상 조정 요금 

2.5% 시스템 평균 인상  

2.9% 평균 주거용 인상 

— 2019 년 월평균 $1.02 인상 

— 2020 년 월평균 $1.08 인상 

지표수 예상 조정 요금 

3.5% 시스템 평균 인상 

3.8% 평균 주거용 인상   

— 2019 년 월평균 $0.92 인상 

— 2020 년 월평균 $0.95 인상 

오수 예상 조정 요금 

4% 시스템 평균 인상  

4% 평균 주거용 인상   

— 2019 년 월평균 $2.05 인상 

— 2020 년 월평균 $2.24 인상 

고형 폐기물 예상 조정 요금 

3% 시스템 평균 인상 

3.9% 평균 주거용 인상   

— 2019 년 월평균 $1.73 인상 

— 2020 년 월평균 $1.80 인상 

 

2018 년 가을, 타코마 공공 서비스(Tacoma Public Utilities)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와 타코마 시의회에 

2019~2020 년도 예산을 제출해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타코마 전기 및 타코마 수도의 요금 조정이 

포함됩니다. 

환경 서비스(오수, 고형 폐기물 및 지표수)에 대한 요금안은 환경 서비스 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타코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yTPU.org/Rates 참조  

 
 

 

 

요금 조정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번 요금 조정은 일차적으로 운영 및 자본 비용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타코마 전기 :  

— 첨단 미터 기반시설(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투자를 포함한 기술 프로젝트 

— 어류 관리 및 잠재적인 지진 활동 영향 분석을 위한 규제 준수 

— 사이버 보안 조치 강화 

타코마 수도 :  

— 기존 수도 기반시설의 개선 및 교체 

— 첨단 미터 기반시설(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투자를 포함한 기술 프로젝트 

— 규제 준수  

환경 서비스 : 

지표수 및 오수 요금 조정은 가로를 수리하기 위한 시 계획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당국은 도로를 수리하면서 관을 교체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또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배관과 레인가든을 설치해 타코마 남부 및 동부에 지표수 시스템을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고형 폐기물은 국제 재활용 규제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비용을 관리하나요? 

— 자산 및 프로젝트 관리 

— 인력 계획 및 개발 

—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 

— 안전 프로그램 증진 

청구서 관리를 위해 고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예산 청구 — 월 예산 관리를 지원 MyTPU.org/BudgetBilling 

— 절약 및 보존 — 환경을 위해 비용과 물품을 절약 MyTPU.org/Rebates 

— 요금 납부 지원 — 자격이 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MyTPU.org/Assistance 

— 무이자 대출 — 에너지 효율을 위한 주택 개량 프로젝트을 지원 MyTPU.org/ZeroInterest 

— 하수 절감 대출 (Sewer Conservation Loan) 개별 사이드 하수도 수리가 필요한 주민을 지원  

        CityofTacoma.org/SideSewer 

지역사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기획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검토 

— 공청회 참석  

— 요금 이메일 알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