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 날짜: _______________       

고객 시, 고객의 미납금 지불은 당초 미납금의 지불 기한 이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가 정한 날짜까지 미납금 전액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섹션 6.2*에 따른 연장은 24개월 연속 기간 내에 계정당 한 번만 연장이 허용됩니다. 고객이 지불 연장을 사용했는데 지불할 수 없거나 

미납되지 않도록 하지 못하면 섹션 6.3*에 정의된 대로 고객이 적격 고객인 경우 대체 지불 계약을 포함한 지불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거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밀피타스시 정책의 “섹션 6 – 연장 및 기타 대체 지불 약정” 에 명시된 정책에 기반함: 

https://www.milpitas.gov/milpitas/departments/finance/utility-payment-services/ 

계정 소유자 정보 

주거 계정 소유자는 아래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정 번호 계정 소유자 이름 

  

계정 소유자 전화 번호 계정 소유자 전자메일 

  

서비스 주소 요청 이유 

  

지불 연장을 요청하는 청구일 지불 연장을 요청하는 청구서의 원래 만기일 

  

지불 연장을 요청하는 청구 금액(아래에 정보 기재): 

원래 청구액:  

+ 벌금:  

총 요청 금액:   

계정 소유자 인증: 

나는 아래에 서명하여, 나는 지불 연장을 요청한 미납금 전체를 책임짐을 알고 있습니다. 내 지불 연장으로 생성된 만기일은 

밀피타스시에서 발행한 다른 모든 청구서와 상관 없습니다. 모든 후속 청구서는 청구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계정 소유자 서명  이름(정자체)  날짜 

지불 연장 요청은 최후 통지 날짜로부터 13 일 이내에 FinanceCustomerService@milpitas.gov로 전자메일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Fiscal Services/Utility, 455 East Calaveras Blvd., Milpitas, CA  95035)하십시오.  

밀피타스시 재정 서비스/공익사업은 이 양식 998 c 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불 연장 요청 결과를 가지고 고객에게 연락드릴 

것입니다. 

사무실 전용 

 Received By Approved By 
Approval 
Signature 

Request 
Approved 

Payment Extension 
Due Date 

             

 

밀피타스시  
수도 양식 998-C 

지불 연장 요청 

Date

Yes No

https://www.milpitas.gov/milpitas/departments/finance/utility-payment-services/
mailto:FinanceCustomerService@milpit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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