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0 할인
상업용 푸드서비스 제품당

바로 절약하십시오! 고효율 제품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푸드 서비스 즉석 환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고효율 제품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하시고 할인가에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추가 서류작성 없이 현장에서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1

www.caenergywise.com/instant-rebates를 방문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딜러들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적절한 환급 가능 제품을 선택합니다

3

구매 시 즉석 환급을 받으십시오

자격 요건
SoCalGas , PG&E , SCE 및 SDG&E 의 고객은 즉석 환급 프로그램에 참여가
®

®

®

®

가능합니다. 위 기업에서 제공하는 천연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받는 비 주거지에
구매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쉽습니다

서류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할인가는 다양한 천연 가스 및
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www.caenergywise.com/instant-rebates
에서 Qualifying Products를 다운 받아
환급 가능 제품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고효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식당의 주요 조리 제품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5%입니다.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7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제품은 에너지와 물을
덜 소비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비용이 감축됩니다

Energy Star 연구에 근거한 상업용 주방의 에너지 소비량: https://www.energystar.gov/ia/business/small_business/restaurants_guide.pdf. 실제 절감액은 설치 제품,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캘리포니아 푸드 서비스 즉석 할인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714) 787-1098 또는 InstantRebates@energy-solution.com에
문의하십시오. Energy Solutions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인 계약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찍은 모든 사진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사용됨. SoCalGas은 지역 및 보건 기관의 지침에 부합하는 모든 안전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적합한 제품
많은 상업용 푸드서비스 제품의 제조업체와 모델이 캘리포니아 푸드서비스 즉석 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인 적용 가능한
제품은 SoCalGas, PG&E 또는 SCE 및/또는 SDG&E에서 제공하는 천연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받는 비주거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구입
제품의 연료 유형은 위 유틸리티 중 하나와 비주거용 계정의 연료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적합한 제품*
그리들

$200 피트 당

랙 오븐

$2,000 - $2,5001 개 당
$1,400 캐비티 당

컨베이어 오븐
천연 가스

$1,500 - $3,0002 캐비티 당

콤비네이션 오븐

$700 캐비티 당

컨벡션 오븐

$900 - $1,4003 부가세 당

프라이어

$2,000 캐비티 당

찜통
브로일러

$650 피트 당

그리들

$200 피트 당

덱 오븐

$1,500 캐비티 당
$1,500 - $3,0002 캐비티 당

콤비네이션 오븐

$600 - $7501 캐비티 당

컨벡션 오븐
프라이어

$650 부가세 당

포장 기계

$125 개 당
$2,000 캐비티 당

찜통
전기

$200 - $7501 개 당

핫푸드 선반
직냉식 또는 간냉식 냉장고

$70 - $1001 개 당
$250 - $5001 개 당

주방 냉장고장
직냉식 또는 간냉식 냉동고

$30 - $3501 개 당

가정용 제빙기

$70 - $1004 개 당

상업용 제빙기

$100 - $2504 개 당

리모트 콘덴싱 유니트

$250 개 당

초저온 냉동고

$1,200 개 당

콘베이어 토스터

$600 개 당
$150 - $9005 개 당

식기세척기
듀얼 엔진

환급액

콘베이어 브로일러

$2,000 - $4,0001 개 당
$700 마력 당

주방 환풍기

환급액은 팬 수에 따라 다름. 환급액은 제품 효율도에 따라 다름. 환급액은 제품 크기에 따라 다름. 환급액은 얼음 제조 속도에 따라 다름. 환급액은 식기세척기 유형 및 효율도에 따라 다름.

더 많은 제품 목록을 보시려면 www.caenergywise.com/instant-rebates
에서 캘리포니아 푸드 서비스 즉석 환급 가능 제품 리스트를 다운 받으십시오.

에너지 솔루션 연락망:
(714) 787-1098
instantrebates@energy-solution.com
www.caenergywise.com/instant-rebates
캘리포니아 푸드서비스 인스턴트 할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고객들의 후원으로 SoCalGas가 운영하고 캘리포니아 공익사업 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리하에,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SCE®), and 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 (SDG&E®)가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기금은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통지 없이 수정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의 경우 Energy Solutions 또는 다른 제 3자가 제공하는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 선택, 구매 및 소유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IOU는 고객이 선택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IOU는 에너지 솔루션 또는 제3자에 어떠한 사용권, 면책 또는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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