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01-05 

  

물과 물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요금을 설정하고 연결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SHASTA 커뮤니티 서비스의 규정 

  

Shasta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I.                  물 요금. 는 지구 것이다 충전 다음 요금 에, 대한 물 과 서비스를 : 

  

A. 주거 요금.                  
  

$ 36.10 0-1000 입방 요금의 물에 대한 최소 월별 요금 

$ 8.20 1001-2000 입방 요금의 물에 대한 추가 요금 

$ 0.82 2000 입방 피트 이상에서 사용됨 100 입방 피트의 각 또는 여러 가지 요금 

3.15 달러 모든 생명 서비스 계정에 청구 된 ACID 월별 요금 

$ 13.55 서비스 / 비소비 서비스 연결에 대한 최소 월별 요금 

$ 14.00 필터 스테이션 

$ 3.75 월별 역류 방지 유지 보수 (해당되는 경우) 

  

" 1.50 %의 페널티가 부과 에 총 금액 빚 에 모든 계정이 있습니다 에 의해 전액 

지불하지 25 일 의 달.                            

" 소개 고객이 참여 에 지불 계획을 의지 하지 발생 늦게 수수료, 그래서 

그들이의보기 조건에 따라 자신의 지불하기로 늦게 편지 수수료 또는 

단선 게시 수수료 계획.                            

  

B. 상업 요금.                   
  

$ 15.38 일반 광고는 999m3 이상입니다. 

$ 11.28 수도 요금표와 함께 각 모텔, 아파트, 피아트, 듀플렉스, 이동 주택 또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 7.00 필터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기 

1.19 달러 각 모바일 홈 또는 듀플렉스에 유연한 ACID 월별 요금 



$ 3.75 월별 역류 방지 유지 보수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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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시설, 편의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및 시설 

하지만. 월간 요율에 추가됩니다 .              

  

C. 펌핑 비싼 요금.                  
  

PUM 핑 전기 요금 

$ 19.11 HPE 고객을위한 전기 요금 

16.14 달러 HPW 1 단계 및 2 단계 고객에 대한 전기 요금 

34.69 달러 HPW 3 단계 고객에 대한 전기 요금 

$ 28.01 기록 하이츠 소개 고객을 위한 전기 요금 

PUM 페이지 를 다시 페이지 부착 비용 

$ 4.63 HPE 고객을위한 펌프 교체 비용 

1.37 달러 HPE 1 단계 및 2 단계 고객을위한 펌프 교체 비용 

$ 5.43 HPW 3 단계 고객을위한 솔루션 

4.58 쿼드 레코드 높이 

  

D. 최소 월 요금 : 

1. 교육 구는 수돗물 처리 장 $ 13.55의 비용과 주 회전 속도 

대출의 $ 14.00 상환을 요구합니다 . 

  

2. 수자원 서비스는 용량 확장 요금이 전액 지불되고 월간 

비활성 금액이 현재로 유지되고 40 년 ACID 용수 의무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요금이 지불 된 경우에만 미래에 

보장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불 한 용량 확장 요금이 

부과 됩니다. 

  



E. 최소 신규 고객 :                   
  

1. 모든 신규 계정은 $ 200.00의 필수입니다. 결산 청구서를 

지불해야합니다. 교육 구는이 섹션에 따라 미지급 조례를 

고객에게 알릴 것 입니다. 

 

 
 

 

 

 

 

 

 

 

 

 

 

 

 

 

 

  

삼 
  
  
  

E. 특별 서비스 요금 :                 

1. 물 때문에 / 켜지지 에 미납 MF 오후 4시 반 : 8-

4 $ 4 0.00                             

2. 물 비누 / 따뜻한 요금 – 시간 후 $ 75 .00               

3. 이십일 후반 (통지 에서 기인 날짜) $ 10.00               

4. 그런데요 ; 24 시간 문을 닫아 $ 20.00 게시               

5. 팩스 전송 

홈페이지- 페이지 당 $ 1.00               

장거리- 페이지 당 $ 2.00               

6. 회의 이사회 write- 사본 $ 15.00               

7. 세미나 회의 패킷 $ 10.00               

8. 연마 비용- 페이지 당 $ .25                             



9. 사무실 문서 쓰기 키보드- 페이지 당 $ .50                             

  

G. 재산 소유자의 책임.                 

1. 부동산 소유주는 임차인이 물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H. 이관 수수료.                  
  

1. CPI가 2.5 % 증가합니다. 통과하면이 수수료는 7 

월 1 일 에 조정됩니다 .    

2. ACID 용수 예약에 대한 점진적 속도가 평가판. 이 

요금은 SCSD 와 ACID 계약에 따라 직접 요금을 처리 합니다.   

  

II.상수도 연결. 다음 요금, 요금 및 조건이 모든 서비스 연결에 있습니다. 

  

A. 정의 - 수도 서비스 설치. 주요 서비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의 서비스 모든 구성 요소는 교육구 의 

재산이며 교육구에서 관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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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개인의 재산 행사 

  

용량 확장 요금은 저렴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 2003/2009 

  
  

2. 교육구 설치에 대한 추가 요금 .    
  



1. $ 5,485.00- 서비스 설치 비용 

  

2. $ 40.00-램프 설치 비용 

  

3. 43 % 마크 업 서비스 공급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다양한 모든 용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라인 

세터, 배터리 박스, 보조 장비 및 메인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3. 서비스 연결 설치비 (SCSD 기준) &      
제거 된 서비스 연결 요금. 

  

Shasta Community Services District에서 가능합니다. 

  

1. 물 서비스 설치.                   
소유자 부동산 는 계약자 또는 샤스타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 승인 한 자격에서을 갖춘 개인을 이용하여 지구 수도 

수도에 수도 서비스 연결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SCSD는 5,485.00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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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 연결 위치.                 
모든 상수도 연결의 실제 위치는 교육구가 결정합니다. 

  

C. 서비스 연결 제한.                   
  

1. 추가의 연결이 필요 합니다. 

이동 주택 단지가 아닌 주택, 주택 임대 및 주택 이동. 주방 

시설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2. 장치 당 하나의 서비스 연결 .                   
교육구가 발행자 한 각 서비스 연결은 하나의 주거 

단위입니다. 경우에하는 는 지구에서 발행 한 서비스 



연결이 하나 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제공 것으로 판단, 다음 

부동산 소유주는 지구에 의해 제공 되는 각 주거 단위에 

대한 추가 서비스 연결을 구입해야한다 . 서비스 확장 

시스템 확장 시스템 확장 용량 확장 시스템 

확장 경우하는 에는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은 

평가 에서 

섹션 II A 1. "용량 확장 요금" 에 

비용을 절감 할 수있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3/20/13에 

만장일치의 투표권이 부여되고, 부동산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 

  

3. 재판매 금지.                   
교육구의 고객은 용수 서비스 연결이 재판매되었습니다. 본 

항의 의도 상실, 시스템 및 이동 주택 및 서비스 센터 

  

4. 물 가용성.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 연결에 대한 승인은 경제성 및 결정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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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D 가가 결정한 성장 가능 물. 또한, 1050 용량 (1050 

용량) 이상으로 가능하게됩니다. 필요한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D. 온도 조절기 설치 .                  
75 PSI를 통해 가능한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E. 새로운 세분으로 수도 서비스 설치 .                   
  

1. 세분 정의. 



2 개 이상의 소포로 온도를 낮추십시오. 본 조례의 목적 상, 

세분으로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및 / 또는 커뮤니티 아파트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2. Shasta Community Services District가 제공됩니다. 보다 

모든 설치는 교육구가 정한 파이프 라인 및 서비스 연결 설치 

표준을 제공해야합니다. 

  

3. 모든 용수 서비스 설치된에는 무선 판독 기능 현관 이 

있어야 합니다 ( 구 가 결정한 유형 ). 

  

4. 새로운 세분 서비스 연결.                   
새로운 세분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연결을 

설치해야합니다. 설치 지연과 관련하여 보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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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이러한 은 샤스타 카운티 법령 및 교육구가 승인 한 

개발 계약에 의해 승인됩니다 . 

  

일리노이. 물 단종 서비스.              
  

A. 용수 공급 중단 정의.                  

상수도 중단이란 상수도의 정수 또는 무게 기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B. 단종 의 물 서비스 에 의해 지구 에, 대한 non-의 지급.                   

청구일이 육십 (60) 일이 필요하다 . 결제되지 않을이 경우 법안은 

연체로 간주됩니다 오 ( 5 마감일) 일 . 가 중단되기 서비스 최소 7 

일 전에 D istrict는 서면 또는 전화로 고객에게 연락 하여 연결 

해제를 통지합니다 . 통지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D istrict는 소개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 

중단에 , 대한 D istrict의 서면 정책을 제공하고 대체 지불 일정 , 



지연된 지불, 최소 지불, 상각 및 청구서 등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있는 옵션에 대해 제안 할 것입니다. 검토 및 

항소. 고객에게 주소가 제공되는 주소, 주소 및 주소로 주소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를받는 호텔의 주소. 주소 수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Occupant"입니다. 

                            ( i ) 고객의 이름과 주소;              

                            (ii) 연체 금액;              

                            (ⅲ)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가 필요한 날짜 ;                                                        

                            (ⅳ) 지불 할 금액해야 우리 의 연장 기간 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 연체를 유발하는 법안의 검토 및 항소 를 위한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 ; 과                                          

                            (ⅵ) 소개 고객 이 연기, 상각, 또는 대체 지불 

감액 일정을 요청할 수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D istrict 전화 또는 서면가 통지를 통해 소개 고객에게 연락 할 

수없는 경우 (즉, 우편 통지는 배달 할 수없는 것으로 반송 

됨 ), D istrict는 거주지를 방문하고 떠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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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근거가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임박한 중단 및 교육구의 중단 정책.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에 수도 요금 호소하는 경우 D의 이 정책의 

프로세스 설정 등을 통해 istrict을 한 후 D의 istrict는 매력은 

보류하지 서비스를 중단 반면 . 

  

C. 고객의 고난의 발명                   
  



                                          D의 istrict 소개 고객이 아닌 것이다 경우 중단 주거 

수도 확립 충족하여 고난 다음보기 조건 :                                           

                                          (a)에 소개 고객 또는 소개 고객의 임차인은 수도 서비스 

중단이 ( 내가 ) 생명을 위협하거나 (II)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일 보건 제공자 차 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거주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내 ; 과                                                                                           

                                                                                           

                                          (나) 소개 고객은 그 또는 그녀가 재정적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에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 D의 istrict의 정상 

청구주기.  고객의 가구 중 하나가 ( 내가 ) 칼 웍스 , CalFresh , 일반 지원, 메디칼, SSI 

/ 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혜택 의 현재 수혜자 인 경우 소개 

고객은 "재정적으로 지불 할 수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여성 , 유아 및 어린이를위한 

영양 프로그램; 또는 (II)은 가구의 소개 고객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선언합니다 . 과                                                                                                              

                                                                                                                                       
                                                                                                                                     

                                          (C) 소개 고객은 상환 계약을 체결 할 pseudo-가 대체 지불 

일정이나 연기 또는 축소에, 대한 계획 과 일치 여부 지급, D의 istrict 

정책.                                                                                                                

  

D. write-소개 고객이 아닌 경우 user- 에게 통지                  

                                          정책 이러한 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write-소개 고객 

인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및 이동 주택 단지에, 대한 개별 계량 주거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경우 탑승자가없는 write-의 소개 고객 하는 t 좋은 초원 t 10 일 (7 일 

경우 속성이 분리 된 싱글 - 가족이 거주) 가능한 전에 물 서비스의 종료, 지역마다 좋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하는 물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통지는 

또한 서면 세입자에게 연체 금액 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 를 청구 할 소개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우리합니다 . 세입자 / 직원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구의 만족 을 위해 

계정에, 대한 후속 청구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거나 해당 학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세입자 / 직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 할 수있는 물리적 수단이있는 경우 , 학군은 



서비스 해당 는 요구 사항을 충족 한 세입자 / 직원 에게만 

제공됩니다 .                                                                                                                              

                                                                                                                                                  
                                                                                                                                                  
                                                                                                                                                  
                                                                  

E. 청구서 지불 

불능 9                                                                                                           

          

통지 한 모든 고객 D의 그 또는 그녀가 정상 지급 기간 내에 청구서를 

지불 할 수없는 것을 체납에, 대한 종료 이전에 istrict은 수 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미납 금액을 상환하도록 허용 하지, 시간 12 개월 

초과. 고객은 상각 금액과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상각되고있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F. 재발행 옵션                   

                                          를 재개하려면 서비스 모든 연체 요금 및 요금의 연결을 

해제 하고 실제 용수 서비스를 복원 하기 전에 소개 고객이 작업 time-동안 $ 50.00 

및 작업 time-후 $ 150.00 re-연결 요금의을 지불해야 우리합니다 . 항의 본 통지 및 복원 

규정에 따라 ,가 승인되지 교육구 않은 용수 서비스 연결 또는 용수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용수 서비스도 계명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G. 정책에 대한 접근                  

                                          이 정책 은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영어, 민법 섹션 1632에 따라 5 개 

언어 (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타갈로그어)로 제공됩니다. 또한 지방 

관할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 최소 10 %를 사용하는 다른가 언어로 도 계명 구할 

수 있어야합니다 .                                                                                                                  

                                                                                                              
  

H. 포기 로 인해 수도 서비스 취소 .                  



서비스 및 중단이없는 상태에서 교육이 제공됩니다. . Shasta 

County Equalized Assessment Roll (최종 서비스 폐지 의사) 

  

연체료 및 요금이 30 

인증 된 서신이되었습니다. 서비스와 복직은 본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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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구가 선출 을 취소 할 수도 서비스 로 세트를 규정 , 본 대상 

건물의 가치에, 대한 선의의 구매자가 수도의 갱신에, 대한 후속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 다음, 이사 지구 이사회는 지불 수도 

피사체를 복원 할 수있다 복권 항생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복원 

뉴스 레코드 시공 비용 지수 (ENR CCI)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 새 서비스 연결 요금이 부과 됩니다. 

  

I. 이전에 전달 된 청구서의 제출 및 관련 내용이 없는지, 고객은 교육구가 

조정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고객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 수령 후 5 일 소비자 고객에게 서면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미국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고객은 

우편으로 후 3 일 동안 결정을받을 수 있습니다.    

(b) 결정 이 고객에게 유리한 목적, 고객의 물 계정이 그에 따라 

조정되었다.   

(다) 결정이 고객에 대해, 그리고 고객이 지구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한다면 , 그들이 지구 사무실 매력의 통지를 

제출해야 우리합니다 관리자의 pseudo-결정 수령 후 5 일 

이내에을 지구 보드 고려할 것이고, 다음 정기 회의에서 항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 일 이상, 60 일을 

확인하십시오. 지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IV. 조례 의 SHASTA 사회 서비스 물 이용과 물 서비스 연결을 설정 지구                

1. 수단. Shasta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지구)와 모든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의 정책은 제안 된 부속서, 개발 및 현재 

새로운 지구 내에 존재하는 재산 및 소포에, 대한 새로운 수도 

서비스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 

2. 정의. 본 조례의 목적 상 다음 정의가 가능 합니다. 

A. "평균 연간 수요"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가족 가구 

(가정용 등가)의 계절 물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지구의 2003 년 마스터 워터 플랜을 기준으로 1.13 에이커-

피트입니다. SCSD 는 거주지 규모 및 평균 

연간 사용량의 추세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가구 

상당액을 re-계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B.    "추가 물의 새로운 공급원" -현재 학구와 계약이없는 물의 

할당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수원은 도시의 원수 

공급에 필요한 모든 품질 기준을 제공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C. "개발자는" 의미 소유자 또는 에이전트 의 

역할 에, 대한 의 제안자로서 소유자 개발. 

D.                    "개발" -2 개 이상의 새로운 수도 서비스 연결이 

요청 되는 정부 코드 섹션 66424의 세분화 지도법에 의해 

정의 된 세분화 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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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문서 서신" - 이 조례의 목적 상, 지구의 승인을받은 

지구, 출판사. 의무는 다음이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물의 

양으로 제한됩니다 



Shasta Community Services District 로 이전 한 추가로 용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편지를 제공 할 것입니다. SCSD 지역 

조례에 근거 조건, 편지를 제공 할 것입니다. 

3. 개발. 2011 년 8 월 1 일자로 서한이 발간 된 '될 것 " 모든 

새로운 개발 은 항목 6 ( 추가 물의 새로운 공급원)에 따라 

지구에 새로운 추가 공급원을 제공해야 우리합니다 . 

4. 우발 요인 . 는 지구 이에 채택 20 %의 우발 요인. 교육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 물 공급원의 용량 계산 사용 가능 

옵션. 교육구가 유지 보수 또는 예비 공급은 새로운 개발 및 공급 

요구 사항이다. 

5. 규칙서 규칙.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 a) 모든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b) 핫픽스 6은 항목 6 ( 추가 물의 새로운 

공급원) 입니다. 

6. 새로운 소스 의 추가 물. 양 의 추가적인 새로운 물 공급 

아이템 (3) 아래에 제공된다 (개발) 및 아이템 5 (규칙 에, 

대한 부가) 한다 으로서 결정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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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N X RX CF 

어디 : 

Q = 연간 물의 수량 (단위 : N) N = 가구 당량 

(HE) R = 평균 수량 수량 

CF = 우발 성분 

Q = 1 x 1.13 x 1.20 = HE 당 연간 1.356 에이커-피트. 

물 온도. 교육 구는 장기 (40 년 이상) 계약 하에서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새 서비스 연결 수를 제한해야합니다. 가계 등가 물질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문. 

N = Q / ( R X CF) 



어디 : 

Q = 물의 양, 연간 에이커-피트 N = 가구 

당량 (HE) 

R = 평균 연간 수요 

  

CF = 우발 성분 

1,200 에이커-피트의 물을 기준으로, 교육구에서 수산물 총액을 

수급해야합니다. 

N = 1200 / ( 1.13 x 1.20) = 885 세대 상당 

  
  
  
  

7. 교육구와 개발자들 계약. SCSD 지방 검사. 개발자가 계약 

준비에 대한 전체 비용을 교육구에 지불하고 교육구에서 유언장을 

제출하십시오 . 

8. 새로운 물 공급원 비용 .       
A. 모든 법적 책임, 광고, 환경 검토, 제조 및 기타 모든 

부수적 인 비용. 에 만족 완전한 지구 물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해야 우리 할 

 

 
 

1 1 
  

개발자의 책임. 

B. 개발자는 새로운 물 공급원에 대한 모든 비용과 물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해야합니다. 의무는 개발자 

이러한와 교육구 간의 계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 교육 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보완해야합니다. 

9. 개발자의 추가 의무 .       



다른 환경에 대한 해결책과 용수, 비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정책을 바꾸십시오. 

개발을위한 수도 요금. 신개발 내의 모든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 조례 1-

04에 규정 된 수도 율 (업데이트 또는 수정 된)에 추가하여 , 품목 9 (추가 

물의 새로운 공급원에 대한 비용)에 설명 된대로 추가 수도를 지불해야 

우리합니다 . 

  
  
  
  
  

편지를 제공합니다. 

A. 간단한 서비스 연결 

편지는 항목 7 될 것입니다 (수용성)에 따라 계산 된 

가정용 등가물 수만큼 "선착순"으로 발행됩니다를 . 

  
  

B. 개발 

편지를 제공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 공급원을 통해 공급 

계약 이행 이 유언장 서한 의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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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반 조항.                  
A. 조례 폐 .                  

이 조례를 지키고있다. 본 조례 폭력은 Shasta입니다. 

  

B. 소개 고객 또는 재산 소유자에 의한 손상 .                   
고객, 자산 관리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등 

  

C. 검사를 위한 권리 .                   



교육 구는 교육구 시설의 검사,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제공합니다. 

  

D. 가뭄 우발.                  
SCSD의 가뭄 비상 계획의 2 단계 ACID 계약 용수 임시 물의 양은 

예약 됨 ACID 물의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ACSD 계약. 임시 요금은 ACID 용수 예약 및 제공 용수 이용률 

차이 15 %의 우발 비가 추가 옵션. 주거, 그렇다. 이 임시 해결책은 

가뭄 상태입니다. 

  

VI. 은행 입금 요건 .                
Shasta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및 모든 수입 (제공된 연결 비용) 지역 

사회 서비스 지구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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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수입 Shasta Community Services District 

  

이 조례는 이전의 모든 조례와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대체합니다 . 

  

Shasta Community Services District 샤먼 커뮤니티 서비스 디스트릭트 

  

관심 : 
  
  
  
  
  

               
 

 
 

샤스타 커뮤니티 서비스 디스트릭트 데이브 크로스 

 

크리스티나 아리아스 (Shatina Aria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