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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가스 리베이트 제도 
2022년 9월 26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주 천연가스 리베이트 제도, 10월 1일부터 
수백만 앨버타주 주민에게 올겨울 천연가스 비용 
급등에 대한 가격 보호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인 공급 부족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직면하였다. 앨버타주 천연가스 리베이트 
제도는 주 전역의 160만여 가정, 농장 및 사업체에 가격 확실성 및 가격 보호를 
제공한다. 

월 $50의 전기 리베이트 및 연료세 일시 중지와 아울러 앨버타 천연가스 리베이트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비 상승과의 싸움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리베이트 제도는 일반 가정, 농장 및 사업체가 난방비를 관리하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정한 보호와 확실성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경우 우리 
앨버타주 주민을 보호해줄 리베이트가 있다고 우리 주민들은 믿을 수 있다. 경쟁력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앨버타주 주민을 겨울철 
난방비 급등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 

데일 낼리, 천연가스전기부부장관(Associate Minister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리베이트 제도 운영 방식 



 

Classification: Public 

천연가스 리베이트 제도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앨버타주 
주민에게 지급될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매월 기준 천연가스 요금에 따라 결정된다. 

규제를 받는 수도광열 제공자(Direct Energy Regulated Services가 운영하는 ATCO 
Gas North 및 ATCO Gas South, 또는 Apex Utilities)의 월 기준 천연가스 요금이 
기가줄당 $6.50을 초과할 경우(어느 회사이건), 정부는 $6.50과 해당월의 최고 규정 
요금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모든 적격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 기준 요금이 기가줄당 $6.50을 초과할 경우, 
해당월에 소비하는 천연가스 또는 기타 석유 기반 난방 연료 비용의 상승을 
충당해주는 리베이트가 모든 적격 앨버타주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최고 규정 
요금이 $7.50일 경우, 해당월에 사용된 연료에 대하여 기가줄당 $1의 리베이트가 
적격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10월의 최고 월 기준 천연가스 요금이 기가줄당 $5.632가 되므로 이번 달에는 
리베이트가 촉발되지 않지만, 이 리베이트 제도는 올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즉시 적용되어 일반 가정 및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 있다. 

월 기준 천연가스 요금은 매월 1일로부터 약 닷새 전에 웹사이트 alberta.ca에 
게시되어, 해당월에 리베이트가 촉발될지, 된다면 기가줄당 얼마를 받게 될지 
앨버타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과 연결된 천연가스 소비자 

다음과 같은 천연가스 소비자의 경우, 리베이트가 촉발되는 달의 수도광열비에 대한 
리베이트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규정 요금 플랜 또는 경쟁력 높은 요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이 2,500기가줄 미만인 사람 

이는 고정 요금 계약처럼 규정되어 있고 경쟁력 높은 요금 플랜에 가입된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과 연결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타 난방 연료도 해당한다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program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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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적격 주민은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등유 또는 난방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비자들은 또한 
겨울철 난방 연료를 여름철에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 리베이트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시행되는 달에 구매한 연료를 기준으로 한 리베이트는 다음과 같은 상한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판가스: 16,334리터/월 

       난방유: 10,780리터/월 

       등유: 11,068리터/월 

       천연가스: 417기가줄/월 

이러한 난방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10월에 프로그램이 출범된 후 웹사이트 
alberta.ca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화 신청 
옵션도 이용할 수 있다. 

간추린 사실 

       앨버타주에서는 한 달 전체에 대한 기준 규정 요금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한 
달 내내 변동하지 않는다. 요금은 앨버타주 수도광열위원회(Alberta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하여 승인되며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동 리베이트는 고지서의 천연가스 항목에서 ‘GOA Utility Commodity 
Rebate’라는 개별 행 항목으로 표시된다. 

o   웹사이트 alberta.ca에 고시된 월 기준 요금이 기가줄당 $6.50을 초과할 
경우, 적격 소비자에게 해당월의 사용량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크레디트로 리베이트가 지급된다. 

o   웹사이트 alberta.ca에 고시된 월 기준 요금이 기가줄당 $6.50 이하일 
경우,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월 고지서에 행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program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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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는 해당 대금 청구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월에 기준 요금이 
기가줄당 $6.50을 초과할 경우, 해당 대금 청구 기간에 대한 고지서에 
리베이트가 적용된다. 

       정확한 리베이트 지급 시기는 수도광열 제공자의 대금 청구 주기에 따라 
고객마다 다르다. 

       석유 기반 난방 연료에 대한 리베이트는 표준 방정식을 사용하여 대체 연료에 
대한 소비 등가를 결정하는, 소비 천연가스 소비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천연가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자격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만 월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수도광열소비자옹호자(Utility Consumer Advocate)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전화 310-4822, 이메일 UCAhelps@gov.ab.ca). 

       천연가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적격 난방 연료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는 제도가 시작된 후 온라인으로 고시된다. 

       앨버타주 정부는 동 리베이트 제도에 관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며, 앨버타주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제출하여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 

관련 정보 

• Energy affordability programs(에너지 가격적정성 프로그램) 
  

미디어 문의 
Margeaux Maron  

780-554-1866 
천연가스전기부(Natural gas and Electricity) 비서실장(Chief of Staff) 

mailto:UCAhelps@gov.ab.ca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program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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