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싱턴 전기 서비스 고객님께,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전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연락드립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객님께 공급하는 전기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는 
재생가능 전기를 공급받는 그 외 선택권도 존재합니다. 이 프로그램상의 변화로 
고객님의 에버소스(Eversource) 전기요금 고지서상 전기공급료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서신을 받고 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 경우,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서신에 파란색으로 인쇄된 
날짜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힌 등록 불참 신청서를 우송하셔야 합니다. 

등록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10.80 ¢/kWh의 요금으로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받는 100% 그린 프로그램에 속하시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공동구매의 일종인 ‘전기 수집’ 프로그램으로, 타운에서 
전기를 한데 수집하는 공동구매를 통해 키운 구매력으로 전기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선택하고 전기 공급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렉싱턴 타운은 뉴잉글랜드 외부에 위치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100% 
재생가능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컨스털레이션 뉴에너지(Constellation 
NewEnergy) 측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 100% 재생가능 전기를 공급받으실 수도 있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최소량까지만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 
정보는 이 서신의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요금은 2023년 12월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요금 안정성은 
현재 가입 중이신 에버소스 기본(Basic)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요인입니다. 
에버소스 기본(Basic) 서비스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상 전기공급업체 부분에 
표시되는 요금이 6개월(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또는 3개월(대기업용)마다 
변경됩니다. 또한 이러한 요금 안정성은 고객님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전달되는 
다양한 상업적 오퍼와도 차별화되는 요인입니다. 단, 에버소스의 기본(Basic) 
서비스 요금과 비교할 때, 컨스털레이션 계약 기간 동안 요금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에버소스와의 관계

▪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경우, 에버소스가 종전대로 고객님의 전기 유틸리티가 
되어 계속 이 업체에서 고지서를 받게 되고 정전 시 이 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편, 에버소스 고지서상 전기 공급업체로 컨스털레이션 뉴에너지로 
표시되며, 프로그램 요금은 고지서상 전기공급료를 계산하는 데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에 불참하실 경우, 에버소스 고지서상 전기공급료 계산 시 종전대로 
에버소스 기본(Basic)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전달 요금 또는 연료 보조 제도 대상인 경우에도 렉싱턴 커
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당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전기공급 요금

10.80 ¢/kWh 
이 요금은 등록 직후 첫 검침분부터 적용

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 검

침분까지 적용됩니다. 뒷면에 나와 있는 

에버소스 요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에 
불참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불참하시더라도 
벌금이나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불참하시면 기존과 같이 계속 에버소스 
기본 서비스 이용자가 되십니다.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불참하시려면, 우송해 드린 서신에 
적힌 날짜 전까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동봉된 엽서 카드에 서명 후 회송  
(우송해 드린 서신에 적힌 날짜 
이전에 우편 소인 날짜가 찍혀야 
함), 고객지원부에 전화  
1-844-379-9935로 연락, 또는 
MassPowerChoice.com/
Lexington에서 온라인으로 불참 
의사 표시

그 이후에 불참하시려면, 언제든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부에 전화  
1-844-379-9935로 연락하거나, 
MassPowerChoice.com/
Lexington에서 온라인으로 불참 
의사 표시

렉싱턴 타운
커뮤니티 초이스 전기 수집 프로그램  

통보 서신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

고객 지원

1-844-379-9935
lexington@masspowerchoice.com

masspowerchoice.com/lexington



자주 묻는 질문(FAQ)

이 편지를 받았는데, 마침 제가 다른 전기공급업체와 이미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이 계약을 하신 시점이 이 우편 
발신 목록이 만들어진 이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현재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불참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렉싱턴 프로그램에 고객님 계정이 자동 등록되면서 새로 계약한 전기공급업체에서 조기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 계정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같은 면세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프로그램의 전기공급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면세 자격을 인정받아 면세를 신청하려는 고객은 관련 증빙서류를 컨스털레이션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ssPowerChoice.com/Lexingt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추기로 있을 경우 MassPowerChoice.com/Lexington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부 이메일 lexington@masspowerchoice.com 
또는 전화 1-844-379-9935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타운 컨설턴트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James Malloy   Daniel Voss
타운 매니저  렉싱턴지속가능성증진단체(Sustainable Lexington) 의장

4.   불참하시면 종전대로 다음과 같은 에버소스 기본(BASIC) 서비스 이용자가 되십니다. 

  뉴잉글랜드 지역(MA주 I REC 등급)의 ‘프리미엄’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전기 최소 요구량을 포함해 주법에서 요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최소량

현재 적용받는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요금을 안내해 드린 서신을 

참조하십시오. 

요금 적용 기간

탈퇴 조건

에버소스의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요금 적용 기간은 6개월로, 각각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

일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용 요금은 3개월마다 변경되며, 해당 기간은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탈퇴 비용도 없습니다. 단, 기본(Basic)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규모 C&I 

(요율: G-3, T-2, WR)와 가로등 고객은 크레딧 지급이나 청구액 조정 등의 형태로 청구액을 조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방안 및 요금

뉴잉글랜드 그린 옵션 또는 기본 옵션을 선택하려면 MassPowerChoice.com/Lexington에서 ‘Your options(내가 선택할 
옵션)’을 클릭하거나 렉싱턴 프로그램 고객지원부 컨설턴트에게 전화 1-844-379-9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렉싱턴 커뮤니티 초이스 프로그램 요금에는 $0. 001 / kWh의 관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전기공급 계약 기간 중에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직접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경우에는 프로그램 요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100% 재생가능 전기 공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본(BASIC)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MA주 I REC 등급)의 ‘프리미엄’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전기 최소 요구량을 포함해 주법에서 요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최소량   

9.935* ¢/kWh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요금 적용 기간

탈퇴 조건

등록 - 2023년 12월 검침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탈퇴 비용도 없습니다. 

 

2.   100% 우리 지역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뉴잉글랜드 그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MA주 I REC 등급)의 ‘프리미엄’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전기 100%.        

13.219* ¢/kWh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1.   아무 조치도 취하시지 않을 경우 100% 그린(GREEN) 에너지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주로 뉴잉글랜드 외부 지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재생가능 전기 100%. 
주법에서 요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최소량에 추가해 뉴잉글랜드 지역(MA주 I REC 
등급)의 ‘프리미엄’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전기 20%. 

10.80* ¢/kWh 가정용, 소상공인용, 

대기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