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질성 상품에 대한 상업적 청구서 

Con Edison의 로컬 배전 시스템 장애로 인해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지속된 정전이 

발생한 경우: 

• 이 양식 전체를 작성하고 아래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하여 냉장 부족으로 인해 

상한 변질성 상품의 실제 손실에 대한 최대 10,700 달러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검증 대상이며 Con Edison의 전기 요금표에 따릅니다. 

• 변질성 상품 부패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1) 아래에 명시된 항목별 목록 (모든 항목이 채워진) 

및 (2) 실제 손실에 대한 증명을 둘 다 포함해야 합니다. 손실 증명에는 구매 날짜와 구매한 

특정 부패 품목을 알아볼 수 있는 판독 가능한 상태의 영수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는 정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상은 실제 부패한 미섭취/미판매/미사용 변질성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 모터, 장비 또는 가전 제품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전기 요금표에 따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폭풍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조건으로 인한 정전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주간 전화: ( ) 이메일: 

  

 

업종:     

 
Con Edison 상업 계정 번호: - - - - 

(청구서에 기재된 15자리 숫자)     

 
정전 날짜: 시작: / , 20   시간:    종료:       / , 20   시간:    

 월/일/년 00:00 
오전/오후 

월/일/년 00:00 
오전/오후 

 

다음 항목 정보와 함께 모든 상한 냉장 변질성 상품의 항목별 목록을 제공해 주십시오. 항목: 유형, 수량, 비용, 

그 외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모든 필수 문서 및 입수 가능한 문서. (예: 영수증, 청구서 등)  

 

총 손실 금액: $ .    
 

청구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본인은 이 클레임 양식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내가 아는 한 사실이고 정확하며 판매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손상된 

상품에 대한 실제 손실을 나타냄을 증명합니다. 

 

 
(서명 – 서명되지 않은 청구 양식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날짜) 

 

이름:       

 

도시:    주:    우편 
번호: 

 



직책/직위:       
 

사본을 저장한 후 이 양식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ewclaims@coned.com 

 

이메일은 청구를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양식과 영수증의 사본을 저장하고 이 양식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ewclaims@coned.com 

 

- 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서명하고 양식을 다음 주소로 반환: 
CON EDISON 

CLAIMS DEPARTMENT PO BOX 801 NEW YORK, 
NY 10276 

 

양식을 보낼 주소: 
Newclaims@con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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