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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리마인더가 필요하십니까? 

제3자 통보 요청 

가스 요금 지불을 종종 잊으시거나 아는 분이 연로하거나, 
장애자이거나, 자주 집을 떠나 있는 경우, 저희의 제 3자 통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무료이며 가스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요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믿을만한 

친구, 친척 또는 사회 봉사단체를 선택하십시오. 

• The Gas CompanySM에서 체납 또는 가스 중단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귀하가 선택한 

분도 사본을 받게 됩니다. 

• 그들은 요금 지불을 요구받지는 않지만 귀하가 

선택한 분에게 사본을 보내드림으로써 귀하의 

요금이 체납되었다는 것을 귀하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등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1.	�이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십시오. 

2. 귀하가 제 3자로 선택한 분도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십시오 

3. 작성한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Third Party Notification, Credit 

Department, Mail Location GT11G1, P.O. Box 30337, Los Angeles, CA 90020-0337 

제3자 통보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번호인 1-800-427-047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제3자 통보 신청서 
고객 정보 

고객 이름 (인쇄체로 기입): 구좌 번호 ( The Gas Company 의 청구서에서 확인): 

주소: 시: 우편번호: 

전화: (  ) 이메일: 

본인은 여전히 천연가스 요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The Gas Company 는 제 3자 통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제3자는 조치를 취하거나 본인의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고객 서명 (귀하의 서명은 필수 항목임): 

제3자 정보 
참고: 이 항에는 체납 통보나 중단 통보를 받을 제 3자(친구, 친척 또는 사회 봉사단체 등)의 정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제 3자의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3자 이름 (인쇄체로 기입): 

주소: 시: 우편번호: 

전화: ( ) 

제3자 서명 (제 3자 서명은 필수 항목임): 

귀하와 귀하가 제 3자로 선택한 분이 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기재 미비된 신청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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