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오염된 물을 줄이고 수도 요금을 

할인받으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 기업 및 부동산 소유자는 건물의 옥상 정원, 투과성 포장재, 빗물 

정원 및 빗물통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로 빗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DC Water 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DC 정부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강우유출수 예방 정도에 따라 DOEE 빗물 요금은 최대 55% 

할인, 맑은 강 불투수 면적 사용료(Clean Rivers Impervious Area Charge)는 

최대 20% 할인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RiverSmart 리워드(RiverSmart Rewards)라고 하며 에너지 

환경부가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집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DC Water 고객입니다. DC 

Water 수도 요금 청구서에 빗물 요금과 맑은 강 불투수 면적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 DC Water 수도 요금을 지금까지 완납했습니다. 

● DC의 한 건물에서 하나 이상의 적격한 유형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 빗물 보유 능력이 뛰어난 식물의 성장을 지원하는 옥상 정원, 

○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예: 정원에 물 주기) 빗물을 모아 

보관하는 빗물통 또는 물탱크, 

○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벽돌 표면 대신 비를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침투성 포장재 시스템, 

○ 빗물을 모아 오염을 걸러내는 빗물 정원 또는 그와 유사한 

시스템, 

○ 토양에 빗물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녹음수 또는 



○ 배수관을 도로 대신 잔디밭으로 낸 분리된 낙수 홈통.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귀하의 이름이 적힌 최근 DC Water 청구서 사본과 귀하의 친환경 

프로젝트의 최근 사진을 포함하여 관련 문서를 준비합니다. 

2. 아래 두 가지 신청서 중 귀하가 빗물을 관리하는 구역의 규모에 따라 

어느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고 해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확실이 없다면 riversmart.rewards@dc.gov로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2,000평방피트 미만의 불침투성 

표면(지붕과 진입로 등) 강우유출수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간단 

신청서(3단계 참조)를 온라인에서 또는 PDF로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은 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2,000평방피트 이상의 불침투성 

표면(지붕과 진입로 등) 강우유출수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표준 

신청서(3단계 참조)를 온라인에서 또는 PDF로 작성합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드물게 사용됩니다. 

3.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지침을 따르십시오. 

○ 이메일로 지원하려면 작성한 신청서를 

riversmart.rewards@dc.gov로 보냅니다. 이메일에 문서 사진 또는 

스캔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 사본을 인쇄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 
Attn: Regulatory Review Division 
1200 First Street NE, 5th Floor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publication/attachments/Simple%20Application%20Form%202020_0.pdf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publication/attachments/Simple%20Application%20Form%202020_0.pdf
https://octo.quickbase.com/up/bjkxxcfcp/g/rfp/eg/va/index.html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Apply%20for%20RiverSmart%20Rewards%20Online_2021.pdf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Apply%20for%20RiverSmart%20Rewards%20Online_2021.pdf
https://doee.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doe/service_content/attachments/Apply%20for%20RiverSmart%20Rewards%20Online_2021.pdf


Washington, D.C. 20002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0~20일 이내에 DC 정부가 추가 정보를 

위해 귀하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프로젝트가 2,000평방피트를 초과하는 표면의 강우유출수를 

관리하거나 강우유출수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의 건물을 방문하여 친환경 프로젝트를 

점검할 일정을 잡습니다. 

3. 한 달 내에, 귀하가 승인되면 이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는데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 추가 소요 

시간을 충당하기 위해 소급 할인을 적용합니다. 

4. 승인되면 1~2회 청구 주기에 걸쳐 수도 요금 청구서에 할인이 

표시됩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할인을 받습니까? 
예. 적격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신청자는 수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받으시려면 3년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DC 정부는 현재 할인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알림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림 이메일에는 간단한 재신청 양식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https://doee.dc.gov/node/10372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202) 671-

5004번으로 전화하여 RiverSmart Rewards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거리 주소(123 A St NE)를 제목에 입력하여 

riversmart.rewards@dc.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틸리티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틸리티 리소스 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프로젝트의 설치 및 비용 지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RiverSmart Homes 프로그램은 빗물통, 빗물 정원, 투과성 포장재 등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가격 할인과 설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단독주택(또는 4개 이하의 집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DC 정부는 옥상 정원, 침투성 포장재, 빗물 정원, 빗물통 및 

나무 심기에 대한 환급도 제공합니다.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환급 금액은 

친환경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설치 전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iverSmart Homes와 달리 환급 프로그램은 설치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할인 또는 리소스와 결합할 수 

있습니까? 

https://www.frontdoor.dc.gov/save-on-utilities
https://www.frontdoor.dc.gov/environmentally-friendly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homes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rooftops
https://doee.dc.gov/service/permeablesurfacerebate
https://doee.dc.gov/service/permeablesurfacerebate
https://doee.dc.gov/service/raingardenrebate
https://www.frontdoor.dc.gov/rain-barrels
https://caseytrees.org/resources/tree-rebate/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homes


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맑은 강 불투수 면적 사용료 (CRIAC) 거주자 

감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DC Water 수도 할인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RiverSmart Homes 또는 옥상 정원, 침투성 포장재, 빗물 정원, 빗물통 및 

나무 심기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면, 귀하에게 RiverSmart Rewards 할인을 

자동으로 신청하길 원하는지 묻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인 금액이 결정됩니까? 
귀하가 설치한 친환경 프로젝트의 유형과 해당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강우유출수의 양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할인을 계산합니다. 

이 친환경 프로젝트가 DC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빗물통, 빗물 정원, 녹음수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는 건물에서 흘러나와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빗물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애너코스티어 강, 포토맥 강, 록 크리크를 유해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격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설치되었거나 DOEE 표준에 맞게 

기존 친환경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면 RiverSmart Rewards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 청구서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 Water 청구서에 가구 구성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귀하의 주택을 

https://www.frontdoor.dc.gov/criac
https://www.frontdoor.dc.gov/criac
https://www.frontdoor.dc.gov/criac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homes
https://www.frontdoor.dc.gov/riversmart-rooftops
https://doee.dc.gov/service/permeablesurfacerebate
https://doee.dc.gov/service/permeablesurfacerebate
https://doee.dc.gov/service/raingardenrebate
https://www.frontdoor.dc.gov/rain-barrels
https://caseytrees.org/resources/tree-rebate/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 또는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귀하의 가정의 DC 

Water 청구서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임대 계약서 사본을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4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