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E 확인 절차 안내  — 고 사용자용 

CARE 프로그램 할인을 계속 받으려면, 고객님께 발송한 서신이나 이메일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특정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의 단계별 지침에 따라 이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단계 1. 고객님 가정에 있는 모든 성인에 대한 자격 관련 서류를 수집하십시오. 

제출이 허용된 서류의 전체 목록은 CARE 확인을 위한 승인 서류 목록 — 소득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S 세금 보고서 사본: IRS 세금 보고서 사본 입수 방법에 대한 지침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가장 최근의 연방 세금 보고서: 개인 및/또는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 이것은 1040 세금 보고의 완전한 패키지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W-2, 1099, 스케줄 C 등과 세금 보고서에 명시된 소득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 관련 서류: 60일 이전(SCE에서 수령한 시점부터)에 받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급여 지급 명세서. 

단계 2. 고객님 가정에 있는 각 자녀에 대한 증명 양식을 수집하십시오. 

증명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IRS 사본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 
• 출생 증명서 사본 
• 학교 기록 사본 

단계 3. 자격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옵션 1: 온라인 제출 

• 	 자격 확인 양식을 sce.com/verify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십시오. 

•	 해당이 되는 경우 소득 증명 및 자녀 증명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십시오. 

자격 확인 양식 - 유용한 정보 

1. 할인을 받으려면 에너지 절약 지원(ES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적합한 확인란에 표시하십시오. 

2. 양식에 나와 있는 표에는 각 세대원에 대해 작성된 
열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누락되면, 당사의 
검토가 지연되고 고객님에 대한 할인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옵션 2: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고객님께 발송된 서신이나 이메일에 첨부된 자격 확인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 하거나, 서신이나 이메일이 없는 
경우, 이 곳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십시오. 

•	 해당이 되는 경우 소득 증명 및 자녀 증명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십시오. 

•	 팩스: 완전한 패키지(서명을 한 확인 양식 및 모든 
증빙 서류)를 1-626-571-4202로 전송하십시오. 

•	 우편: 완전한 패키지(서명을 한 확인 양식 및 모든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CARE/FERA, Southern California Edison 
PO Box 9527, Azusa, CA 91702-9954 

중요 사항: 고객님께서 제출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서류는 기밀이며 Southern California Edison 직원이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추가 보안을 
위해 모든 서류에 있는 고객님의 사회 보장 번호 처음 5 자리를 반드시 검게 지우십시오. 

정보가 더 필요하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해 CARE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sce.com/highusage를 방문하십시오. 

http://on.sce.com/highusage
https://www.sce.com/sites/default/files/inline-files/5193_SCE_ApprovedDocListVerification_20161013_AA.pdf
https://www1.sce.com/wps/wcm/connect/48a32bef-3f27-43d8-b81d-d0355a9b5763/5193_SCE_HighUsageVerificationProcess_20161012_AA.pdf?MOD=AJPERES&projectid=50c2b91b-bdf7-412e-a27d-756ecc5aed11
http://www.sce.com/verify
https://www.sce.com/sites/default/files/inline-files/High+Usage+Verif+Form+Requires+ESA+English+082416_A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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