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 Hydro 고객 서비스 규정 

저희 BC Hydro 는 간편한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은 BC Hydro 고객이 알고 계셔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고지 사항 

우리는 이용 조건 및 전럭량 요급표가 포함된 전기 요금제(Electric Tariff)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스스로 본인의 계정과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문서에는 고객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 요금제와 상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 우선합니다. 

자세한 BC Hydro 서비스 이용 조건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계정 개설 또는 이전 시기 

전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입주 전에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이전 계정 소유자가 퇴거한 건물에 

전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됩니다. 

계정은 고객 본인의 이름(또는 사업체 계정 개설의 경우 사업체의 완전한 법인명)으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신분증과 증빙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새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 또는 건물에 전기 사용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고객은 본인이 점유하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해당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객 본인이 아니어도 같게 적용됩니다. 이 

같은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여러날이 지난 후에 계정을 개설했을 경우에도 고객은 

입주한 날부터 그 집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 건물이 비어 있더라도 일부의 전기가 사용된 

경우 (예: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용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폐쇄된 이전 계정에 미납 잔액이 있으면 미납 금액이 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BC Hydro 에 본인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려면 만 19 세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0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moving-electrical-connections/new-customer.html


전기요금 청구액은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건물의 종류, 전기 사용 목적, 

사용량에 따라 전력량 요금 청구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에 살며 주거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거용 전력량 요금이 

적용 됩니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재택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에게는 사업용 전력량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량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계정을 개설하려고 연락하실 때 건물에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려주셔야 고객의 계정에 가장 

적합한 전력량 요금을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전력량 요금을 이해하면 전기 비용을 

더욱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요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상의 변화 

건물에 변화가 생기면 적용되는 전력량 요금 또한 변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전력량 

요금이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건축 공사나 주요 개보수를 시작하거나 완료함 

 주택 농장 용도처럼 건물의 기능이나 용도를 변경함 

 재택 사업을 시작함 

 사업 운영 규모를 변경함 

고객님이 알려주셔야만 전력량 요금을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전에 있었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요금 조정이 불가능 하오니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빨리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표준 요금 

다음과 같은 표준 요금이 고객의 계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 요금 금액 

계정 개설 요금 $12.40 

결제 불가 수수료 $6.00 

재연결 요금(최소) $30.00 

계량기를 캐나다 도량형국(Measurement 

Canada)에 보내 정확도를 검사하는 전력량계 

검사 요금 
$181.00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rates-energy-use/electricity-rates.html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standardcharges


(전력량계) 재설치료 $65.00 

서비스 연결 재방문 요금(1 구역) $368.00 

변압기 임대료 대체 가치의 연 17%(매달 청구) 

순 계량 부지 인정 검증료(5kW 이상 발전기) BC Hydro 의 실제 비용은 최대 $600.00 

연체료 
월당 $1.5%(매달 복리 계산 시 연간 19.6% 

상당) 

 

전력량계 선택 프로그램 

라디오 오프 계량기 

설정료(기존 재래식 계량기에서) $22.60 

설정료(기존 스마트 계량기에서) $77.60 

계량기 제거료 $55.00 

월 비용 월 $20.00 

재래식 계량기 

월 비용 월 $32.40 

 

세금과 청구서 

BC Hydro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과 부과금이 있습니다. 

5% 상품 서비스세(GST) 

전기료에 대한 GST 는 원주민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주 정부 판매세(PST) 

전기료에 대한 PST 면제는 주거용 고객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1


사업용 고객에게는 2019 년 4 월 1 일부터 전기료에 PST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 교통세 

지역 교통세는 전력 부담금 조례로 신설되어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 TransLink 서비스 지역의 모든 

주거용 계정에 부과됩니다. 전력 부담금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원주민 고객 

일부 원주민 고객은 GST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호 구역에 살며 원주민 신분 증명서가 있는 주거용 고객 

 보호 구역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면제 증명서가 있는 원주민 부족이나 부족 위원회 

또는 부족 자율 권한체 

원주민이 보호 구역지에서 원주민 GST 를 시행할 시 BC Hydro 는 GST 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고객 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택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소유자이신가요? 

이전에는 집에서 재택 사업체나 숙식 제공 민박 또는 기타 영리 활동을 운영하는 고객에게 전기 요금에 

PST 가 부과 되었습니다. 또한 BC 재무부의 PST 부분 환급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 년 4 월 

1 일부터, 사업용 고객에게는 전기 요금에 PST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고객이 청구서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을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고객 또는 요금 납부 기록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는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신용 평가 기관 보고서 – 저희에게 신용 평가 기관 보고서 입수를 허락하시면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신용 기록이 확인되면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다른 주에서 발급한 신용도 확인용 참고 자료같이 또 다른 공익 사업체가 발급한 신용 참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정 보증인 – 주거용 고객의 경우, 또 다른 BC Hydro 고객을 계정 보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계정이 해지된 후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많게는 보증금 액수까지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BC Hydro 계정 보증인 양식(PDF 58KB)을 제출하십시오. 

http://www.translink.ca/bylaws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2
https://app.bchydro.com/content/dam/BCHydro/customer-portal/documents/accounts-billing/forms-guides/bch-account-guarantee-form.pdf


선불 요금제 – 주거용 고객의 경우 선불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정 할부금과 최초 

납부금(선불)을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최초 납부금은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이전 12 개월간 

사용한 전기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BC 주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 MSDSI)가 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고객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은 해당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량의 기록과 고객이 청구서를 받는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빈도 보증금 

격월 
보증금 금액은 실제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월 

평균 추정 금액의 최대 3 배까지입니다. 

매월 
보증금 금액은 실제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월 

평균 추정 청구 금액의 최대 2 배까지입니다.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으며, 청구서마다 고객의 계정으로 산입됩니다. 이자 소득은 신고 대상으로 캐나다 

국세청(CRA)에 제출하는 소득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계정에 산입된 이자가 $50 이상이면 

고객에게 2 월 말에 T5 를 보내드립니다. 

보증금은 2 년간 요금 납부 기록이 양호할시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금 납부 

청구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21 일 안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납부 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미납 잔액이 

있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료 규정은 보증금과 같은 전기 사용량 외의 납부 

금액이나 추정된 전력량에 대한 청구금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균등 분할 납부제 

균등 분할 납부제를 선택하시면 연중 매달 같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납부 방식 

 월정 할부금은 이전 12 개월의 총 전기 사용량을 12 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저희는 4 개월마다 할부금이 실제 전기 사용량과 비슷한지 검토,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액을 조정합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ways-to-pay.html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


 균등 분할 납부제가 1 년이 되는 12 개월째 달에 고객은 정규 할부금 청구서를 

받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난 11 개월간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과 연중 실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합니다. 

o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청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o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매달 고객의 청구서에는 현재까지 청구된 전기 사용량, 청구된 할부금 총액, 균등 

분할 납부 1 년이 되는 날짜 등이 표시되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요금을 납부 기일까지 전액 내실 수 없거나 일부만 내실 수 있는 고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유예 분할 납부 계획 설정 

주거용 고객은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납부 기일 1 회 연장을 요청하십시오. 

납부 기일이 연장되어도 연체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미납금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십시오.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면 고객의 계정에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에서 한 번이라도 분할금을 납부 

기일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잔여금 전액을 즉시 

지불하셔야 하며, 청구서의 본래 납부 기일부터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이러한 분할 납부 계획을 설정 하시려면 고객 계정이 현재 우수한 신용 상태이어야 하며, 과거에 설정한 

분할 납부 계획이 완납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납부 기일까지 요금을 내실 수 없을 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미납 상태인데 고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단전을 포함한 추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타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료와 단전 

연체료 

청구서에 표시된 요금은 청구일로부터 21 일 안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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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잔액이 $30 이상이면, 매달 전체 미납 잔액의 1.5%(연간 19.56%)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납부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체료는 청구일 이후 30 일째 부터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연체료는 고객이 청구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시에 발생하는 납부 고지 비용, 지연 수입 수반 

비용, 추심 조치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계정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구 대금이 납부 기일까지 완납되지 않으면 

고객 계정의 납부 현황이 연체 상태가 되어 연체료 부과 및 단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이 연체되면 저희는 전화나 편지로 고객님께 미납 금액 납부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납 잔액이 

완납되지 않아 고객 계정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유지되면 단전 최종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단전은 최종 

통지서로 고객에게 통지한 이후 언제든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이 계속 납부되지 않으면 고객 

계정이 추심 기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미납 잔액이 $70 이상일 때에만 단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단전 정책을 알아보십시오. 

단전 최종 통지서를 받고 요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금이 처리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단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반드시 연락하여 

완납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증세가 있는 고객 

생명 유지 목적상 전기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고객은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 

시한이 20 일 연장됩니다. 20 일 연장을 받으려는 고객은 저희에게 연락하여 신청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의료 증세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전이 된 경우 전기 서비스를 회복하는 방법 

계정이 단전 상태인 고객은 미납 잔액을 먼저 완납하여야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요금은 

$30 이며 다음 번 청구서에 부과되고 보증금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가 있는 고객은 직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복구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신 경우 MyHydro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1 800 BCHYDRO(1 800 224 9376)로 연락하여 완납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객 계정에 수동 복구가 필요하고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 중 복구를 신청하는 경우, $280 의 초과 

근무 복구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이유에 따른 단전 

빈 건물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late-payment/winter-disconne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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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건물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사업체 소유자나 부동산 관리자 또는 BC Hydro 에 전기 서비스 요금을 직접 내는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기 공급 유지가 보장됩니다. 

전력량계와 장비에 대한 접근권 

전기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량기와 기타 장비가 화초, 나무, 울타리, 조경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잠긴 문이나 

출입구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접근 방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 서비스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이 필요한 경우, 접속 지점(전봇대, 지하 접속 지점 등)에서 단전이 이루어지며, 복구 신청 시, 이는 

전력량계에서의 원격 또는 수동 단전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공사 및 개보수 

공사나 개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단전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폐쇄 

이사를 하여 전기 서비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최소한 24 시간 전에 알려주셔야 계정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계정 폐쇄를 저희에게 통지하시기 전에 청구된 모든 금액은 고객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연락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내에 사용된 전기뿐 아니라 손상되거나 분실된 전선, 계량기, 기타 

장비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같은 장소에 대한 12 개월 내 전기사용 재신청 

고객이 계정을 폐쇄한 후 (다른 사람이) 새 계정을 개설하지 않았고 12 개월 내에 같은 고객이 같은 

장소에 전기사용을 재신청하는 경우, 그 고객은 계정 폐쇄 부터 재신청 날짜 까지의 모든 날들에 대한 

일일 기본 요금과 서비스 복구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복구 요금 또는 신규 접속 요금도 계정에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객이 개보수 기간에 계정을 중단한 다음 재신청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공사나 

개보수 작업 때문에 일시 또는 영구 단전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부동산 관리자와 임대인 

사업체 소유자나 부동산 관리자 또는 BC Hydro 에 전기 서비스 요금을 직접 내는 임차인이 있는 

임대인은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전기 공급 유지가 보장됩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moving-electrical-connections.html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bill-payment/customer-service-rules.html#accordion-item-0


전력량계 검침 

대부분의 BC Hydro 전력량계는 고객의 전기 사용 정보를 하루에 세 번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소수의 표준 전력량계는 아직 수동으로 검침합니다. 또한, 전력량계 선택 프로그램(라디오 오프 및 

재래식 계량기)을 신청한 고객의 전력량계도 2 개월에 한 번 수동으로 검침합니다.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량계 추정 검침 

고객의 전력량계를 검침할 수 없을 시에는 추정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추정 전력량으로 

계산된 청구액”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력량계를 검침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의 실제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차액이 공제되거나 추가됩니다. 

전력량계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고객의 건물에 설치된 장비 

건물 소유주는 전기 법령이나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맞는 적절한 배선과 부속품을 제공하여 BC Hydro 

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소유주가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전기 장비 입니다. 

 절연체가 있는 관통 볼트 클레비스 

 웨더 헤드(구스넥이라고도 함) 

 전선관(하우스 파이프, 서비스 매스트라고도 함) 

 전력량계 베이스 

 건물 내 모든 배선 

다음은 BC Hydro 가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전기 장비 입니다. 

 전력량계 

 BC Hydro 소속 전봇대 

 전선 

 케이블 

전기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량계와 장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rates-energy-use/electricity-meters/meter-choice.html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rates-energy-use/electricity-meters.html?WT.mc_id=rd_smartmeter


모든 BC Hydro 장비는 고객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BC Hydro 소유이며, 서면 허가 없이 옮기거나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전기는 몹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대중 및 BC Hydro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장비를 만지지 

말아 주십시요. 전선이나 전봇대 근처에 떨어지거나 자라는 나무나 물체를 제거하는 일 또한 하면 

안됩니다. BC Hydro 직원과 계약 업자만 전기 서비스 연결 또는 단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물에 위치한 BC Hydro 장비에 또는 장비 주변에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기 서비스 연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시 유예할 책임과 권리 

BC Hydro 는 고객에게 중단되지 않는 전기 공급에 힘쓰고 있으나 전기의 상시 공급 또는 주파수나 

전압의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BC Hydro 는 전기 공급의 중단이나 결함으로 비롯된 

이윤 상실을 포함한 손실, 상해, 손해, 비용 또는 수입 상실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C Hydro 는 절도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BC Hydro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BC Hydro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하라는 정부 당국의 명령을 받으면 고객님의 전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서비스는 안전을 이유로, 시스템 수리나 개선을 위하여 또는 화재, 홍수, 기타 비상사태의 경우에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될 시 가능하면 미리 통보해 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만 사항 

BC Hydro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요. 그러면 불만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BC Hydro 규제 당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익 사업 위원회(British Columbia Utilities Commission, 

BCUC)이며, BCUC 는 공익 사업 위원회법(Utilities Commission Act)에 따라, 규제 대상인 공익 

사업체로부터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차별이 없는 에너지 서비스를 공정한 전력량 요금에 

받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불만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은 불만 

사항을 BCUC 에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BC Hydro 를 비롯한 BC 주 공공 당국이 하는 행위의 공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믿는 고객께서는 불만 사항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실 때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불편한 고객님께 BC Hydro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https://app.bchydro.com/accounts-billing/moving-electrical-connections/electrical-connections.html
https://app.bchydro.com/toolbar/contact.html
http://www.bcuc.com/
http://www.bcuc.com/
http://www.bcuc.com/Complaint.aspx
http://www.bcuc.com/Complaint.aspx
https://bcombudsperson.ca/
https://bcombudsperson.ca/complai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