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
대상: 주민, 업체 및 공공기관

SoCalREN으로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SoCalREN)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 업체 및 공공
기관들이 에너지와 돈을 절약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거 프로그램
SoCalREN은 남부 캘리포니아 주거 시장에서 에너지와 돈을 절약 할 수 있도록 정보, 리소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 및 리소스: socalren.org/resources

다가구 프로그램
우리는 재산 소유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세입자에게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제공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건물에는
최소한 5개의 주거용 주택이 있어야 하며 Southern California
Edison and SoCalGas®이 제공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최소 3
개의 적격한 에너지 효율 측정이 포함되어야만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되며, 최소 10 % 건물 전체 에너지 개선이 달성되게
합니다.

다가구 융자 프로그램

주거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우리 팀은 지역 사회 행사에
참석하여 스페인어, 중국어 및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보존성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리소스:
• contact@socalren.org
• (877) 785-2237

SoCalREN Multifamily Program의 자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빠르고 쉬운 신청 절차를 통해 원하는 비율로 프로젝트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및 리소스: socalren.org/multifamily
• (877) 785-2237 • multifamily@socalren.org

온라인 socalren.org 에서 방문하거나 전화 (877) 785-2237로
문의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

socalren.org

공공 기관 프로그램
SoCalREN은 기관들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능 사양
설계에서 프로젝트 완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팀은 추가 비용없이 에너지 절약 조치를 파악하고 기관 직원과 함께
작업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자격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도시, 카운티, 학군, 수자원 구역, 및 Los Angeles, San Bernardino, Riverside,
Ventura, Inyo, Imperial, 및 모노 카운티의 기타 공공 기관 및 Orange, Kern, Tulare, Santa Barbara, 및 Kings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정보 및 리소스: socalren.org/interest • info@socalren.org

프로젝트 이행 프로그램
우리 팀은 공공 기관에게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 및 기술 서비스, 재정
지원, 손쉬운 구매 및 인센티브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계량기절약 프로그램
SoCalREN의 프로젝트 이행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 된 계량 에너지
소비 (NMEC)를 사용하여 계량기에서 에너지 절약을 측정합니다.

대출금의 회전
이 프로그램은 0 %의 이자율로 중소 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초기 건설 자금 조달을 해줍니다. 이는 건설과 온
빌 파이낸싱 (OBF) 또는 즉시 이용할 수 없는 다른 자금원 간의 지연에 교량역할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로로 가는 방법
우리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더불어, 우리는 불우한 지역 사회 시설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력 개발 프로그램
SoCalREN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은 열악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에너지 효율 분야의 직업과 계약
기회를 모색 할 수 있는 교육, 도구 및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 및 리소스: socalren.org/workforce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
이 7 주 프로그램은 소규모 및 다양한 계약자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경쟁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E-Contractor Academy는 계약자에게 채권 및
자본 리소스에 대한 이용 권한과 환경 보존성, 공공 계약 요건들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입찰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카운티는 현지의 소규모 계약자 참여를 장려하는 구매 전략과 양질의 직업 창출을 촉진하는 통합 인력 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부여합니다.

STEAM 학생
건축,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학생 (ACES) 프로그램은 소외 계층의 소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STEAM) 과정에 공동 등록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 효율을
포함하여 STEAM 분야에서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CES는 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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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는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가 관리하며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의 후원하에
캘리포니아 공공 요금 납부자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socalre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