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안전,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및 서비스

소개

149년 이상 SoCalGas®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당사는 지하 송유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요리 및
난방에 사용하는 주택용 고객과 제품 제조 및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상공업용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이 가이드는 천연가스 안전 수칙 및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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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비상 정보

천연가스 비상사태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천연가스 냄새
또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800-427-2200
으로 직접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 발생 전

• 가스 계량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스 계량기 차단
밸브 근처 또는 비상용품과 함께 크기가 12인치
이상인 조절식 렌치를 준비해 두십시오. 렌치를
계량기 위 또는 가스관 위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안전을 위해 벽과 기기 연결부 사이에 있는 모든
천연 가스기기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 기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차단 밸브는
계량기에서 모든 가스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기에서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밸브를 돌릴 때 렌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진으로 인해 온수기가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중장비용 볼트와 금속끈으로 탱크 상단 및 하단의 1/3
부분 두 곳을 벽면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하단 끈은
자동온도조절 장치보다 적어도 4인치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은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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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강성 알루미늄 또는 동관 소재의 천연가스 커넥터를
공인된 유연한 커넥터로 교체하려면 SoCalGas 또는
전문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같은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유연한 가스 커넥터가 손상되거나 커넥터가 바닥, 벽
또는 천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상사태 발생 후
• 천연가스 냄새가 나지 않으며 가스 새는 소리가 나지
않고 다른 누출 징후가 없다면 계량기에 전송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차단하십시오. 혼자서 가스를
열지 마십시오. 천연가스와 점화 불꽃을 다시 켜거나
가전기기를 정상 작동하려면 SoCalGa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수기와 난방로(퍼니스) 환기구를 점검하십시오.
지진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배기 시스템을 분리해
두었다면 유해한 연기가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문에
습기가 서리거나 기기를 작동할 때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꽃을
점화하거나 가전기기, 조명 스위치 또는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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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누출 식별 및 대처법
시각, 청각 또는 후각을 사용하여 천연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 천연가스 기기에 연결된 연결 부분이 손상된 경우
• 공기 중에 먼지, 수분 또는 잔해가 날리는 경우
• 가스관 주변에 시들었거나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는 경우(습기가 있는 공간임에도)

• 가스관 주변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한 경우
• 지진,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난 후 가스관이
노출된 경우

들으세요
• 천연가스선이나 기기 근처에서 쉬 소리, 바람
소리 또는 큰 울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
맡으세요
• 천연가스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

* 어떤 분들은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후각 감소증이나 후각 피로(장기간 노출 후 가스 냄새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 또는
요리, 습기, 곰팡이 또는 화학물질 냄새 등으로 가스 냄새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스관과 토양의 상태 때문에
악취가 희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각을 이용하여
가스 냄새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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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관이나 계량기 손상
배관이나 커넥터 또는 계량기 손상으로 천연가스가
누출되면 화재, 폭발, 재산 피해 및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배관, 커넥터, 계량기가 손상되거나 천연가스 냄새가
나거나 천연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지침에
따르십시오.

•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고 연중 무휴 운영되는
1-800-427-2200으로 SoCalGas에 연락하십시오.

• 천연가스 누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손상이 있을 경우 위험
지역에서 대피한 후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 흡연을 하거나 성냥불을 붙이거나 촛불을 켜거나 기타
화염을 점화하지 마십시오.
• 전기장치나 전등을 켜거나 끄지 말고 불꽃을 일으키는
어떠한 장치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손상된 배관이나 계량기 누출 부분을 막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관에서 천연가스가 누출되면
천연가스를 점화할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차단하고 어떠한 전동식 장비나
차량도 사용하거나 켜거나 끄지 마십시오.

천연가스 비상 차단법
지면에서 계량기까지 연결된 배관에는 배관과 일직선을
이루는 차단 밸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차단 밸브는
지면에서 약 6~8인치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2인치 이상인 조절식 렌치를 사용하여 밸브가
가스관과 직각을 이룰 때까지 방향에 상관 없이 ¼바퀴
회전하십시오.

계량기에서 가스를 차단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혼자서
가스를 열지 마십시오. 천연가스를 다시 켜서 재점화하고
가스기기를 작동하려면 SoCalGa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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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선 유지보수

SoCalGas는 계량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천연 가스선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물주, 건물
관리인, 임차인 및/또는 거주자일 경우 계량기에서 여러분
관할의 모든 천연 가스선과 기기를 유지보수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소유한 천연가스 공급선에는
다음과 같은 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 여러분의 천연가스 계량기로부터 여러분 소유지 내에
있는 기기까지 연결된 배관
• 차도 가장자리쪽 가스 계량기로부터 집까지 연결된
베관(계량기가 집 바로 옆에 있지 않는 경우)
• 지하에 매설된 계량기로부터 빌딩, 수영장/스파
난방기, 바비큐용 그릴 또는 기타 천연가스 기기까지
연결된 배관

천연 가스관을 유지보수하지 않으면 부식이나 누출로
인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가스선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정기 점검하여 부식(관이 강철이나 다른
금속 소재일 경우) 및 누출을 비롯한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식별하고 이를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배관 또는 난방 공사
업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얻어 매설된
천연 가스선을 찾고 점검하며 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마스터 계량 천연 가스선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미국 교통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지침에 따라 상기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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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계량기 정보
SoCalGas는 천연가스 계량기를 Advanced Meter
통신 장치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가스 사용량을 검침하고 요금 청구를 위해 해당 정보를
SoCalGas로 전송합니다. 내 계정에서 시간대별, 일일
사용량 정보 및 온라인 분석 도구로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다음 “절전
방법” 탭을 클릭하여 새로운 대화형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다음과 함께 주택 에너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권장사항
-- 인근 지역 사용량 비교 결과
-- 생활 방식에 맞게 선택한 에너지 실행 계획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advancedmeter를
참조하십시오.

Advanced Meter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검침일이나 월 1회 계량기를 검침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 소유지에 설치된 계량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천연가스 요금 예상 청구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계량기 검침 요원들은 위험하거나 사나운 개가
있는 마당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마당에 개가 있는
경우 직원 출입은 금지됩니다. 계량기 검침일이나 서비스
요청일에는 개를 집 안이나 차고 또는 기타 안전한 장소에
가둬 두십시오. 개를 매놓거나, 끈으로 묶어 놓거나
쇠사슬을 매 두었다고 해도 저희 직원들이 작업하기에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량기 검침 방법
가스 계량기는 천연가스
사용량(입방피트)을
기록합니다. 계량기를
검침하기는 매우 간편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수 당 1,000을 표시하는 큰 다이얼만 검침하면 됩니다
(작은 다이얼은 시험용) 바늘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경우
더 작은 숫자를 기록하십시오. 위 샘플의 검침 숫자는
6084입니다. 사용한 천연 가스량을 확인하려면 청구서
기간 시작일에 검침하고 종료일에 재검침합니다(이 두
번의 검침 결과가 청구서에 기록됨). 이 두 숫자의 차이는
사용량을 100입방 피트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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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하기 전에 무료 전화 811로 전화하십시오!

811 서비스는 무료이며 인체 상해와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은 도로, 인도 및 개인 소유지 아래를 비롯하여 아무
곳에나 위치할 수 있으며 때때로 지면에서 아래쪽으로 불
 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굴착할 계획이라면 배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안전 수칙을 따르십시오.
1. 흰색 도료 또는 다른 적절한 표시로 굴착 예정 지역을
표시합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Underground Service Alert(USA)에 811
로 전화하거나 굴착 공사를 시작하기 최소 2일 전에
california811.org에서 위치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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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는 SoCalGas 및 기타 공공서비스업체와 협력하여
매설되어 있는 선로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저희는 노란색 도료나 깃발 또는 말뚝만을
사용하여 천연 가스관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른
공공서비스업체는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전화, 통신,
수로 또는 기타 지하선을 표시합니다.

3. 천연 가스관과 배관 자재 및 직경을 표시하거나 해당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 대기하십시오.

4. 해당 지역에서 전동식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표시된 각 송전선에서 24인치
이내에서는 수공구만을 사용하여 선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5. 가스관에 손상이 있을 경우 1-800-427-2200
으로 SoCalGas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손상이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관이나 배관 코팅
또는 전선과 같이 배관에 부착된 부품이나 배관을 따라
연결된 부품에 약간의 흠집이 나거나 긁힌 자국이
있거나 움푹 들어간 경우 추후에 위험한 파열 또는
누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협력업체를 고용할 경우에도 전선을 표시할 때는
811에 전화합니다.

SoCalGas는 고객이 소유한 천연 가스선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스선은 천연가스
계량기에서 고객의 천연가스 장비 및 기기까지 연결됩니다.
SoCalGas는 고객에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배관 위치 선정 전문가에게 고객이 소유한 가스선의
위치를 정하고 표시하는 작업을 위임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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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은 가장 큰 가스관을 나타냅니다
표지판은 매몰된 가스관의 대략적 위치만을 나타냅니다.
표지판은 해당 지역에 설치된 가스관의 깊이나 개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주요 천연 가스관 위치 지도를 보고 가스관이 매설된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려면 socalgas.com에서 가스 전송
(Gas Transmission) 및 고압 가스 배전관로 대화형 지도
(High Pressure Distribution Pipeline Interactive Map)
를 방문하거나 npms.phmsa.dot.gov에서 전국 배관 매핑
시스템(National Pipeline Mapping System)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지도는 가스관의 개략적인 위치만을
나타내므로 굴착 작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굴착
작업을 실시하기 최소 2일 전에 811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계량기 검침 및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접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SoCalGas는 천연가스 계량기를
비롯한 모든 천연 가스관 설비에 접근하여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CalGas는
계량기, 조절장치 및 천연가스 계량기 상류 배관을 보유하고
유지보수합니다. SoCalGas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에서
채택한 요금 규정 25에 준하여 여러분의 소유지에 있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잡목, 구조물, 잔해물
또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를 깨끗이 치워 저희
서비스 직원이 계량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요소는 없는지 계량기
접근로를 점검하십시오. 출입구가 잠겨 있을 경우 SoCalGas
는 연락처 정보를 남겨 천연가스 시설에 필요한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 시에는
소방서나 SoCalGas가 안전상의 이유로 계량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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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GAS의 안전 제일주의
당사는 가스관 순찰, 검사, 정비 및 교체를 비롯한 가스관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당사의 무결성 관리 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계획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응반 책임 공무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oCalGas는 배관을 유지보수 및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배관 공공 통행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CalGas는 소유주에게 나무, 관목, 건물,
울타리, 구조물 또는 배관 공공 통행로를 침해하는 기타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계량기 변조
천연가스 계량기 또는 배관을 조작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라 천연가스
본관이나 배관에 설치된 모든 밸브, 계량기, 배관 또는 기타
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막거나 방해한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천연가스 계량기 또는 계량기 서비스 티를 비롯한 관련
배관의 어느 부분에라도 관, 튜브, 장치 또는 기기를 설치
및/또는 연결은 금지되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되고
추징금이 부가됩니다.

천연가스 계량기, 천연가스 라이저, 천연 가스관 또는 관련
장비를 전기 결합이나 접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 천연가스 계량기, 라이저, 밸브 및
부속품을 만질 때 주의하십시오. 가전제품이나 가정용 전기
배선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잘못해서 천연가스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PUC의 규정인 일반 명령 112-E에 따라 천연가스를
차단해야 하는 비상 시를 제외하고는 SoCalGas만이
천연가스 서비스 차단 밸브를 작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천연가스 도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계량기 또는 가스관을 변조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SoCalGa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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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안전성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항상 고객에게 있습니다.
기기를 제대로 관리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 매년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나 SoCalGas에
의뢰하여 기기를 검사합니다.
• 걸레, 대걸레, 종이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을 천연가스
기기 근처에 두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기기 근처에 두지 않습니다.
• 천연가스나 열을 발생하는 기기가 설치된 방이나
근처에 가연성 제품을 보관하지 않거나 해당 장소에서
가연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연성 제품에는
가솔린, 스프레이페인트, 용매, 살충제, 접착제,
분무기, 광택제, 청소용품 및 기타 가압 용기가
포함됩니다.
• 바비큐용 그릴이나 가스레인지 또는 오븐은 실내
난방용으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므로 난방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화성 증기 점화 방지”에 나열된 경우가 아니라면
차고에 있는 천연 가스기기의 버너 및 버너 점화
장치가 바닥에서 18인치(450mm)에 오도록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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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 리콜
미국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정기적으로 특정
가스기기와 장비에 대한 안전 리콜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가스기기와 관련된 리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PSC
웹 사이트(cpsc.gov)를 방문하거나 1-800-638-2772로
CPSC에 문의하십시오.
청각장애인용 전화는 1-800-638-8270입니다.
천연가스 레인지 안전 사용 요령
• 가스 레인지, 오븐, 그릴 상단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십시오. 기름은 가연성이므로 기름이 과다하게
누적되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스 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하여 실내 난방을 하지
마십시오.

• 환풍구가 막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오븐이나 가스 레인지에 알루미늄 호일을 설치하십시오.

천연가스로 안전 사용 요령
마루 밑 난방로(퍼니스)
• 마루 밑 난방로와 그 주위를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하여
보푸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철(그릴) 부분은 매우 뜨거우므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노벽
• 난방이 필요한 계절 동안 보푸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붙박이식 노벽의 버너실을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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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배기가 되지 않는 가스 난방기는
안전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온수기 안전 사용 요령
• 차고 안에 설치된 온수기는 지면에서 높은 곳에 두어
바닥에서 최소한 18인치 위에 점화원이나 다른 발화원이
오도록 하거나 지역 건축법과 제조업체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합니다.
• 온수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지진 발생
시 온수기가 움직이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장비용 볼트와 금속끈으로 탱크 상단
및 하단의 1/3 부분 두 곳을 벽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하단 끈은 자동온도조절 장치보다 적어도 4인치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설치 장비는 지역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 작업을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정 온도를 낮추면 화상 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수 온도가 화씨 125
도 이상일 경우 심한 화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나 장애인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뜨거운” 물에 닿지 않도록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화씨 120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온수기
온도를 안전하게 설정하려면 온수기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천연가스 건조기 안전 사용 요령
• 천연가스 건조기는 항상 실외에서 환기시키십시오.

• 가스 건조기를 다락, 굴뚝, 벽, 천장 또는 건물의 밀폐된
공간 안쪽으로 환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 승인된 철제 배기관 소재만을 사용하십시오.
플라스틱이나 비닐 소재는 가스 건조기 용도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배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좁은 공간에 구겨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기구와 주변에 보푸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천연가스 벽난로 통나무 안전 사용 요령
•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풍 조절판을 상시
개봉해 두십시오. 천연가스 통나무 조립품에 동봉된
통풍 조절판 자물쇠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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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단열 안전 요령
• 단열제를 모든 열원, 난방로(퍼니스), 온수기, 매입형
조명 기구, 팬 모터, 초인종 변압기, 굴뚝, 연통 및
배기구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상기 언급한 열원 주위에 비가연성 소재로 된 방벽을
설치하십시오.

• 단열제를 모든 나선 전선 또는 “애자형과 사기전선관
(knob and tube)” 전선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 강제식 온풍로 공기 주입구를 단열제로부터
분리하십시오.

• 다락과 차양 배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다락의 단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단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정부 공식 단열
공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
SoCalGas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매년 천연
가스기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기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일산화탄소가 위험 수준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로써 등유, 가솔린,
프로판, 천연가스, 석유, 석탄, 목재와 같이 탄소 기반 연료가
산소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점화되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화합물입니다. 주택 천연가스 기기인 경우 기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보수가 불량이거나 기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고장 났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치환하므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노출 정도와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여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렁이는 노란색 큰 버너 불꽃

• 기가 작동 중일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면 불안전
연소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알데히드가 생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메스꺼움, 나른함, 두통, 어지러움,
구토, 정신착란, 호흡곤란 및/또는 감기 증상

일산화탄소 유출이 의심이 될 경우:
• 안전할 경우, 의심되는 가스기기를 즉시 끄십시오.

• 집에서 바깥으로 대피한 다음 911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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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집안에 있는 누구라도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의심된다면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 SoCalGas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즉시 기기
점검을 받으십시오.

• 천연가스 기기를 검사하고 정비한 다음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산화탄소 경보기
캘리포니아주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법(California’s
Carbon Monoxide Poisoning Prevention Act)에 따라
화석연료를 때는 가스기기, 벽난로 또는 차고가 딸린 모든
주거용 소유물에는 승인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관(California State Fire
Marshall)의 승인을 받고 보험업체 연구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의 인증을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보기는 지역 철물점이나 주택
개량 상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훈증 소독
SoCalGas는 주택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후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SoCalGas에 한하여 가스 서비스 차단
밸브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소독 계약업체는 차단 밸브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SoCalGas가 모든 밸브 차단 및 재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SoCalGas는 복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모든
기기를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훈증 소독을 위해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적어도 서비스
종료일 이틀 전에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적어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 예약을 하려면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텐트를 설치하고 구조물을 훈증 소독한
지 이틀 후에 서비스 재개 명령이 내려집니다. 훈증 소독
계약업체에게서 받은 “재진입 증명서”를 SoCalGas에
제공할 경우 텐트를 철거한 당일에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계량기와 현관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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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납부

월별 청구서 보기
1. 연락처 정보

2. 계정 요약에서 지난 달 잔액 및 납부금 그리고 현재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일자와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어 사용량 비교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5. 천연가스 사용량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6. 중요 메시지가 있는 새로운 위치와 천연가스 청구서
관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7. CARE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할인 금액이 청구서
상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8. 당사는 “내 계정”을 통해 전자청구 및 납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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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
내 계정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주택용 고객과
사업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내 계정에 등록할
경우 다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사이트를 통해 천연가스 청구서 확인 및 납부
• 1회성 이체 또는 매달 자동 이체 설정
• 추가 이메일 청구 알림 설정
• 납부 연장 요청

• 서비스 예약, 확인 또는 취소

자동 이체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별 명세서를 우편
송부한 지 10일 후에 당좌 계좌에서 월 요금이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도록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청구는
socalgas.com/myaccoun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옵션
수수료는 BillMatrix를 통해 전자 수표, debit/
ATM 또는 VISA/MasterCard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oCalGas는 이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BillMatrix는 매 거래마다 1.50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BillMatrix를 통해 요금을 전화로
납부하려면 1-800-232-6629로 전화하십시오.

SoCalGas의 전화 예금 이체(Pay by Phone)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요금을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받으려면 socalgas.com(검색어 “BILL
MATRIX”)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등록한 후에는 1-800-427-2700으로 전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균일 납부 플랜(LEVEL PAY PLAN)
이 플랜은 12개월 동안 연간 가스 소모량과 비용을
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한 것입니다. 매월 실제 요금
대신 평균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스 사용량이나
가스 원가에 현저한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경우 균일
납부 금액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균일 납부 플랜에 등록하려면
socalgas.com/levelpayplan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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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알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매월 잊지 않고
천연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 3자
알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서비스로 가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일 경과 통지를 수신해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
친척 또는 사회기관을 선택하십시오. 제 3자는 청구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귀하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함을
상기함으로써 가스 중단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ocalgas.com/thirdparty를 방문하거나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인용
전화는 1-800-252-0259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청구서는 받는 즉시 납부해야 하며 청구서에 명시된 대로
소인 날짜에서 19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불 수표는 SoCalGas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납부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서 납부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인 socalgas.com/pay-bill을
방문하십시오.

다음은 에너지 절전과 비용 절감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절전 방법
• socalgas.com의 내 계정에서 “절전 방법”을
방문하여 천연가스 사용량과 비용을 매일, 매 시간
확인하십시오.
• 절약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령을 얻으십시오.
• 날씨와 월별 천연가스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분석하십시오.

청구서 추적 경고
• 청구 기간 동안 사용한 천연가스 비용을
관리하십시오.
•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이메일 및/또는 문자 메시지로 무료 주간 알림 통지를
수신하십시오.
로그인하거나 등록하려면
MyAccount.SoCalGa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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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프로그램
할인 및 요금 납부 지원
가주 에너지 대체 요금(CARE)

당사의 가주 에너지 대체 요금(CARE)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 소득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청구서 요금의 20%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신청서를 원하면 socalgas.com/care를 방문하거나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인용 전화는 1-800-252-0259입니다.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소득 자격을 갖춘
주택 보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다락 단열, 문 통풍
마개 처리, 저유량 샤워헤드와 같이 에너지 절전 주택
개량 사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improvements 를 방문하거나
1-800-331-7593으로 전화하십시오.

*본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은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업체 고객들에 의해
제공되며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후원 하에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SoCalGas)에서
관리합니다. 사전 통지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SoCalGas
는 고객이 선택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공사
협력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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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저율 요금(MEDICAL BASELINE)
상주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의료 지원
대상이며 실내 난방을 위해 추가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최저 요금으로 천연가스를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medical을
방문하거나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가스 지원 기금(GAF)
가스 지원 기금(GAF)으로 소득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1회성 납부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gaf를 방문하거나1-800-427-2200
으로 전화하십시오.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LIHEAP)으로 소득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에너지
청구서 납부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개발 부서에 연락하거나 csd.ca.gov를
방문하거나 1-866-675-6623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 분들은 청각장애인용 전화 1-916-263-1402 또는
CA 릴레이 서비스 71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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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개선 요령 및 환급
가정 난방

• 난방 시스템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하십시오.
• 제조업체 권고사항에 따라 가스 난방로(퍼니스)
필터를 청소하거나 수리하십시오.
• 건강에 무리가 없다면 온도 자동조절 장치를
3도에서 5도 낮게 설정하여 난방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하십시오.
• 실내 온도를 간편하게 조절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외풍이 있는 창문과 문을 코르크와 틈마개로
막으십시오
• 통풍관 공기통이 새는지 검사하십시오. 통풍관은
강력 접착 테이프가 아닌 유향수지 형태의 밀폐제로
수리해야 합니다. 난방비를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낮 동안에는 창문 덮개를 열고 햇빛이 실내에
들어와 실내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밤에는 닫아 두십시오.
• 다락과 벽에 단열제를 설치하거나 개량하여
난방비를 최대 25%까지 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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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기
• 온수기 자동 온도조절 장치를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120
도 또는 그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면 화상을 예방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수리하십시오. 1초당 온수
한 방울을 흘려 보낼 경우 1년이면 500갤론의 물이
낭비됩니다.
• 식기 세척기에 식기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작동하십시오.
• 실외 비보호 온수용 파이프를 단열 처리하십시오.
• 휴가를 떠나기 전 가스 온수기를 “파일럿(Pilot)”으로
설정하십시오.
•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흐르는 절수형
샤워꼭지를 설치하고 난방비를 최대 10%까지
절약하십시오.
• 목욕을 하기 보다 저온에서 간단하게 샤워하십시오.
목욕을 할 경우 5분간 샤워하는 것에 비해 2.5배
이상의 온수가 사용됩니다.
세탁기
• 세탁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세탁하거나 세탁물 분량에
맞게 물 수위를 조절하십시오. 세탁할 때 찬물을
사용하고 찬물에 잘 풀리는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 가능한 항상 세탁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건조하십시오.
지나치게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건조기 잔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번 이상 연속해서 건조시키십시오.
• 매번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보푸라기 스크린을
청소하십시오.
• 건조기 배기통, 건조기 뒷면, 보푸라기 스크린 뒷면에
쌓이는 보푸라기를 정기적으로 제거하십시오.

요리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스 오븐을 예열하지 말고
음식을 조리할 때 오븐을 열지 마십시오.
• 버너에 맞는 솥과 냄비를 사용하고 조리 시 뚜껑을
덮어두십시오. 한 번에 여러 번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고
시간과 온도 지침에 따라 조리하십시오.
• 오븐과 가스 레인지 버너는 항상 깨끗이 하십시오.
에너지 효율 키트
천연가스와 물을 절약하려면 무상 배포해 드리는 에너지
효율 키트를 신청하십시오. 이 키트에는 저속 샤워헤드 한
개와 수도꼭지용 에어레이터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socalgas.com(검색어 “키트(KIT)”)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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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SoCalGas는 주택 소유주, 다세대 건물 소유주와 건물
관리인, 그리고 사업체용 고객들에게 에너지 효율
할인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승인된 ENERGY STAR®
난방로, 의류 세탁기, 저장용 온수기, 탱크 없는 온수기,
다락 단열, 벽 단열 등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이용 가능 여부는 socalgas.com(검색어 “환급
(REBATES)”)을 방문하십시오.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 주택 업그레이드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 주택 업그레이드는 기존
주택 외관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데
최대 6,500달러**를 지원합니다. 단열, 에어 실링, 배관,
실내 냉난방을 비롯하여 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한 번에
모두 개선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늘리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algas.com/upgrade 또는
EnergyUpgradeCA.org를 검색하십시오. 주의 사항:
본 링크를 누르면 SoCalGas에 포함되지 않은 제 3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택: 1-800-427-4400
다세대: 1-800-427-4400
사업체: 1-800-427-2000
** 에너지 절전 금액을 기초로 6,500달러가 넘는 장려금을 고객에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협력업체나 평가업체와 함께 주택 개조 장려금을 계산해보십시오.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 주택 업그레이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주택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주택 개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과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주 전체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업체와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관리하고 CPUC의
후원 하에 CPUC 공공서비스업체 고객들이 감독합니다.

장려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자금이 소진되거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원됩니다.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사전 통지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선택, 구입 및 소유는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SoCalGas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선택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이나 적용에 대한 보증을 비롯하여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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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셀프 서비스 옵션

연중 무휴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요청하십시오.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가스 서비스를
개설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사를 요청하거나 고객
서비스 주문 요청 및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ocalgas.com/schedule-service를 방문하십시오.
주택용 서비스 예약

당사의 숙련된 서비스 직원이 기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가스버너와 점화 불꽃을 조절하고 간단한 수리도 해
드립니다.

socalgas.com/schedule-service를 통해 온라인에서
서비스 예약을 하십시오.
표준 예약 - 무료
오전(아침 7시부터 정오), 오후(정오부터 오후 5시),
저녁(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에 방문
예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 예약 – 서비스 요금 25달러*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직원은 지정된 시간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서비스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기 연결/수리

당사의 기술자는 가스레인지, 건조기 및 바비큐용
그릴을 연결하고 난방로와 온수기의 간단한 수리를
하며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의 권고대로 코팅되지
않은 황동 커넥터를 교체합니다. 서비스 예약을 하려면
socalgas.com/schedule-service를 방문하거나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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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24시간 비상 연락처

천연가스와 관련한 비상 사태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1-800-427-2200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인용 전화는 1-800-252-0259입니다.

고객 연락처

도움이 필요할 경우 socalgas.com을 방문하거나 아래
번호 중 하나로 전화하십시오.
• 24시간 비상 연락처
1-800-427-2200
• 주택용 고객
1-800-427-2200
• 사업체용 고객
1-800-427-2000
• 주택용 환급
1-800-427-4400
• 다세대용 환급
1-800-427-4400
• 사업체용 환급
1-800-427-2000

다국어 지원 센터
Para asistencia en
español, llame al

1-800-342-4545
(SPANISH)

1-800-427-1429
(MANDARIN)

1-800-427-1420
(CANTONESE)

1-800-427-0471
(KOREAN)

1-800-427-0478
(VIETNAMESE)
기타 언어

1-888-427-1345

TDD/TTY

1-800-252-0259
(언어 및 청각 장애인용)

우편 납부 주소:

SoCalGas, P.O. Box C, Monterey Park, CA 91756

일반 주소:

SoCalGas, P.O. Box 3150, San Dimas, CA 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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