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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요금을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자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유용한 자원을 확인해 보세요.

쿡 카운티 주민은 ComEd로부터 스마트 계량기를 받았으며, 쿡 카운티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부서에서

새 계량기와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으로 발

전된 전력망입니다.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와 무선으로 통신하

여 정전 보고

에너지 소비를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동력 제공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자

세한 정보 제공

온라인 도구 및 알림과 동기화

스마트 계량기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쿡 카운티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부
서는 비용을 절약하면서 환경을 도
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
니다. 

 ComEd:

https://www.comed.com/WaysToSave/F

orYourHome/Pages/Default.aspx

Nicor Gas:

https://www.nicorgas.com/residential/

ways-to-save.html

Northshore Gas:

https://www.northshoregasdelivery.com

/savings/default

더 많은 절약 방법:

ComEd 리베이트 정보:

https://bit.ly/2SBUAAv

Nicor Gas 리베이트 정보:

https://bit.ly/3zvjF0E

Northshore Gas 리베이트 정보:

https://bit.ly/35qBf8e

스마트 온도 조절기로 절약하세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면 가정 난방 및 냉

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평균 8-15% 줄여 연간

$50-$130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는 인터넷에 연결해 스마

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집

안의 온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

다. 장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온도 조

절 장치에 대한 리베이트는 ComEd, Nicor   Gas

또는 Northshore Gas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목적
에 맞게 짜 맞춥니다.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이 절약됩니다. 귀하의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

합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세요.

가정의 난방 및 냉방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에너지 평가를 통해 가정
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비용을 절
약하고 편안한 집을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리베이
트와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성 투자를 더욱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ComEd, Nicor Gas 및 Peoples Gas 
무료 가정 에너지 평가

ComEd 고객, (855) 433-2700 또는

www.comed.com/waystosave/foryourhome

Nicor Gas 고객, (877) 886-4239 또는

https://nicorgasrebates.com/your-

home/home-assessments 

Peoples Gas 고객, (855) 849-8928 또는

http://www.peoplesgasdelivery.com/home/re

bates_residential.aspx 

North Shore Gas 고객, (855) 849-8928 또는

https://accel.northshoregasdelivery.com/hom

e/saving.aspx

에너지 어드바이저가 가정에 무료로 에너지 효율

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쿡 카운티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부서

자세한 내용은 (888) 202-7787로 전화하 

 거나 hourlypricing.comed.com을 참조하

세요.

ComEd 시간별 요금제

전기 요금은 시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

들은 고정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

록하여 에너지 수요가 낮을 때 더 낮은 요금을 지

불하세요. 평균적으로 ComEd의 표준 고정 요금

으로 지불할 요금에 비해 시간별 요금제로 전기

공급 비용을 15% 줄일 수 있습니다.

Nicor Gas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에너지 효율로 비용을 절약하세요. 편안함을 포

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자격이 있습

니다.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Nicor   Gas 리베이트

를 통해 업그레이드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하여

일 년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icorgas.com/residential/ways

-to-save.html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844) 852-0347로 전화하

거나 www.comed.com/pts을 참조하세요.

ComEd 피크 타임 절약

피크 타임 동안 가장 더운 특정 날에 과도한 에

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늦추기로 선택하여 매년

여름 청구서에 대해 최대 $60의 크레딧을 적립

할 수 있습니다. 

ComEd 센트랄 AC 사이클링

여름에 수요가 많은 날에 ComEd에서 원격으로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하여 매년 여름 청

구서에 대해 $20 또는 $40 크레딧을 손쉽게 적

립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서가 켜졌다 꺼지는

동안 팬은 계속 켜져 있어 이미 냉각된 공기를

순환시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0) 986-0070로 전화하거나

https://www.comed.com/WaysToSave/For

YourHome/Pages/CentralACCycling.aspx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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