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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800-447-6620으로 전화하거나
sce.com/medicalbaseline을 방문하세요.

Multicultural services

예, 그렇습니다. 주법에 따라 고객님은 발전기를 가정용,
사업체용 중 어느 쪽으로 사용 중인지를 전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SCE 전화 1-800-655-455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800-843-1309
1-800-843-8343
1-800-628-3061
1-800-327-3031
1-800-441-2233

발전기를 구입할 경우 SCE에 알려야 합니까?

Cambodian /
Chinese /
Korean /
Vietnamese /
Spanish / Español

정전이 되면 휴대용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임시 발전기에 의료기기를 직접 연결할
경우 제조업체의 지침을 주의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를 집 배선에 절대로 연결하지 마세요. 자격을
취득한 전기 기사만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휴대용
발전기는 전력 공급선에 직접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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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으로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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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본 요율 공제
(MEDICAL BASELINE
ALLOWANCE)
고객님이 가정에서 전동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3.75”

의료 기본 요율 공제
고객님 본인 또는 가족이 전동 의료기기 또는 의료 기본
요율 공제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16.5kWh
의 전기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전기가 최저
요율로 제공되므로 의료기기 전기료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기본 요율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댁에서 함께 거주하는 분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기본 요율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8.5”

1.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체 기능을 유지, 교체 또는 복원하기
위해 전동 의료기기나 생명유지장치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다발성경화증, 피부경화증 등 질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전신마비, 사지 마비 또는 편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sce.com/medicalbaseline의 목록 참조), 또는

3.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

질환과 관련해 특별히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의료 기본

요율 공제를 받는 고객인 경우에는 SCE 여름 할인 요금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의료기기가 인정되나요?

기계적 또는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동 능력을
비롯한 중요한 신체 기능을 복원 또는 대체하는 전동 기기인

* 산타 카탈리나 섬에 거주하는 가스 고객의 경우, 표준 의료 기본 요율 공제는

일일 0.822th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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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인정되는 의료기기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생명유지장치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사용했으나 생명 유지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장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부 신청서의 고객 작성란(파트 1)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자격을 갖춘 담당 의료인이 나머지 부분(파트 2)
을 작성 및 서명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공된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발송합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
Medical Baseline Department
P.O. Box 9527
Azusa, CA 91702

중요 사항: 의료 기본 요율 공제를 승인받기 전에 SCE
담당자가 의료기기 확인을 위해 고객님 댁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 또는 다른 사람이 고객님 댁의 가정용 다가구
(DM)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인도 담당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 기본 요율 공제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언제 공제분이 표시됩니까?

승인을 받으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내 모든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신청 갱신이 필요합니까?

모든 의료 기본 요율 공제 신청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예정된 갱신일 전에 관련 양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갱신 주기는 질병 유형 및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 시 이뤄지는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료인은 갱신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고객님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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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SCE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이사할 경우 의료 기본 요율

공제를 새 주소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800-447-6620으로 문의하세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생존을 위해 전동 의료기기 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모든 고객은 정전 시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백업 전원 시스템 또는 기타 계획을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SCE에서는 백업 발전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기기용 배터리 백업 시스템
(휴대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 중인 기기가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참고: 고객님 거주 지역에 순환 정전이나 유지보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SCE에서 자동 전화로 미리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