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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고지 

Southern California Edison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January 31, 2017 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나 Edison SmartConnect™(에디슨 스마트커넥트) 및 

Real Time Energy Meter(실시간 에너지 계량기) 시스템 등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첨단계량인프라)를 사용하는 SCE 고객과 상호 작용하며 얻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공유, 저장하는 지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숙지하고 아래 '문의하기' 섹션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고지 

에너지 사용 정보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 고지 

개인 정보 

개인정보는 개인, 개인들의 단체 또는 사업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이들에게 

연락하거나, 이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타 정보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지 않은 모든 

정보로 정의됩니다. 

이 정보에는 당사의 고객으로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이니셜 및 성, 집 또는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전자 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암호, 보안 질문 응답, 고객 또는 서비스 계정 번호 또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개인, 가족, 거주 또는 기타 비거주 고객을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경우 SCE 의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를 통해 얻은 자세한 에너지 사용 

정보(60 분 미만의 간격)도 개인 정보로 간주됩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 

당사는 귀하의 정보가 우발적인 사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사용 및 공개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SCE 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제정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무결성 및 보호 조치 등 합당한 보호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보 보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SCE 는 당사의 웹 사이트 또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장치에 포함된 개인 정보 설정이나 보안 조치를 무단으로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website-privacy-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kE1/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access-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j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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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당사의 약속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는 정기적으로 SCE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기대치를 전달하고 교육하며 SCE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전 개인정보보호 고지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고지의 이전 버전을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고지 및 웹 사이트 또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를 사용할 때 SCE 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정보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고지(위 링크)를 검토하십시오. 

 

관할권 문제 

해당 웹 사이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당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며, 해당 웹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해 다른 주,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또는 관할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 웹 사이트의 사용을 통해 귀하는 본 고지 및 해당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C)가 승인한 요금의 조건에 허락 및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연락처 

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Southern California Edison 

Attention: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 

Post Office Box 800 

Rosemead, CA 91770 

개인 고객: (800) 655-4555

기업 고객: (800) 990-7788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Previous-Privacy-Notices/!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0pJREExRzQySTBVSjMwQTMwRDREVU0wME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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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고지 

Southern California Edison 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January 31, 2017 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은 귀하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귀하와

상호 작용한 결과로 귀하로부터 받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공유, 저장하는 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는 다음을 통한 상호 작용이 포함됩니다. (a)

귀하가 본 개인정보보호 고지에 따라 접속한 당사 www.sce.com 및 기타 웹 사이트 

(이하 "웹 사이트"), (b) 귀하가 본 개인정보보호 고지에 따라 접속한 당사가 관리하는 

소셜 미디어 페이지(통칭하여 당사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 (c) 귀하가 본 

개인정보보호 고지에 따라 발송한 HTML 형식 이메일 메시지(이하 "Emails"), 및 (d) 

당사의 고객인 귀하와 직접, 또는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논의한 사항(이하 "이메일"). 

웹 사이트, 당사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 이메일 및 고객 상호 작용은 총괄하여 "고객 

상호 작용." 로 지칭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사 웹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숙지하고 아래

'문의하기' 섹션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 고지 개요 

에너지 사용 정보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 고지 

수집 정보 

귀하가 당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수집됩니다: 

1.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 

SCE 가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당사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웹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SCE.com My 

Account(나의 계정)나 이메일을 보내고, 당사 웹 사이트를 통해 당사와 

셀프서비스 거래를 완료하는 등 SCE 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SCE.com 사용자 ID 를 생성할 때 귀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를 식별 및 승인하고, 귀하의 서비스 요청을 완료하기 위해 귀하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귀하가 현재 SCE 고객인 

경우 당사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된 자원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TUUMwSVIwSzVBOFBJOTQ0/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access-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jYz/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TUUMwSVIwSzVBOFBJOT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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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언제든지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당사 웹 사이트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비-개인정보 집계 

SCE 가 개인 정보 를 규정하는 방식을 알아보십시오. 

당사는 귀하가 웹 사이트를 탐색하고 사용할 때 기술을 통해 특정한 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비-개인정보"는 개인, 개인의 그룹 또는 

비거주 고객을 고유하게 식별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는 IP 주소, 브라우저 유형, 장치 유형, 운영 체제, 페이지 뷰, 참조 URL, 

대상 URL, 사이트 방문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주로 통계 목적으로 수집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브라우저의 "추적하지 않음(Do Not

Track)" 설정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 

▪ 모바일 장치를 통해 당사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수 

▪ 사용자가 당사 서비스를 탐색하는 방법 

▪ 당사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사용하고 있는지 

 

▪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종류 

3. 쿠키, 웹 비콘 및 기타 기술로 수집된 정보 

당사는 비-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웹 비콘, 

자바스크립트, 픽셀 태그, 로컬 공유 객체 및 투명 GIF 와 같은 "쿠키" 및 유사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당사 사이트, 제 3 자 웹 사이트 또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쿠키란 무엇입니까? 

"쿠키 (cookie)"는 웹 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저장하는 

소량의 정보 기록 보관용 웹 사이트입니다. 당사의 쿠키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귀하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귀하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가 쿠키를 

컴퓨터의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장치로 전송할 때 알려주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웹 사이트에서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TUUMwSVIwSzVBOFBJOT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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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비콘, 액션 태그, 픽셀 태그 및 투명 GIF 란 무엇입니까? 

웹 비콘, 액션 태그, 자바스크립트 픽셀 태그 또는 투명 GIF 란 당사 서비스의 

특정 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를 셀 수 있는 전자 이미지입니다. 쿠키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쿠키, 웹 비콘 및 기타 기술 사용 

당사는 쿠키, 웹 비콘 및 기타 기술을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 - 당사의 웹 사이트 페이지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포함하여 타사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는 픽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읽고 상호 작용하는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 수 있는 

쿠키 및 웹 비콘과 기타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보다 유용하고 

관련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비제휴 사이트에서의 귀하의 상호작용을 귀하의 신원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주 또는 제 3 자의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쿠키를 사용하여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광고 내용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광고주 및 제 3 자 

사이트가 사용할 수 있는 쿠키 또는 기타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으며 

해당 광고주 및 제 3 자 웹 사이트의 정보 관행은 당사의 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고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해당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심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 참여

회사에서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http://www.aboutads.info/choices/에 문의하십시오. 

 

• 상호 작용 측정 - 당사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제 3 자 웹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 광고, 소셜 미디어 메시지 및 기타 전자 통신에는 픽셀 태그가 포함되어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열었거나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링크(있을 경우)에 

연결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전자 통신 사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한 특정 커뮤니케이션 

당사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여 당사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귀하와 의견을 나눕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당사를 

팔로우하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귀하가 당사를 팔로우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귀하에 대해 

 

http://www.aboutads.info/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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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광고를 타겟팅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쿠키, 픽셀, 우편 

번호 및 관심사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 정보(예: 귀하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귀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타켓팅 광고는 귀하가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설정을 조정하여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귀하에게 타겟팅된 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에너지 사용 정보에 대한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 정책, 에 따라 당사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소셜 로그인 옵션 

SCE.com My Account 와 같은 SCE 디지털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당사는 SCE 사용자 ID 및 암호 대신 (또는 SCE 에 추가하여) 아마존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로그인을 사용하여 귀하를 식별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선택한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는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 및 기본 이메일 

주소만 포함됩니다.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는 SCE.com 에서 소셜 

미디어 로그인을 사용할 때 명확하게 공개됩니다. 언제든지 소셜 미디어 로그인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로그인이 SCE 디지털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당사의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SCE.com 

사용자 ID 와 암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및 기타 공개 포럼 사용 

블로그, 채팅방 또는 위키와 같은 공개 포럼에 게시하는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읽고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https://www.facebook.com/settings
https://twitter.com/settings/security
https://www.linkedin.com/settings/
https://help.instagram.com/116024195217477/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access-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jYz/


 January 31, 2017– 2018 년 1 월 31 일 
 

 
7 of 14 

 

링크된 웹 사이트 및 온라인 웹 서비스 

당사의 서비스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 및 온라인 웹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아이콘을

포함하여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쿠키를 저장하여 당사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를 해당 

사이트가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 자 사이트 또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제 3 자의 

사이트 또는 웹 서비스에 따라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관행과 다를 수 있는 제 3 자 사이트, 웹 서비스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 3 자 사이트 또는 웹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공유하기로 결정하거나, 제 3 자가 귀하로부터 수집한 비-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는 본 고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하는 해당 제 3 자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설정을 검토하여 해당 제 3 자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되며, 공유되는 방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추적 금지" 고지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비-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쿠키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을 

허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쿠키를 수령할 때 통보하도록 브라우저를 

설정하여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쿠키 또는 유사한 기술을 

거부하면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웹 사이트에서 쿠키를 허용하지 않거나 '옵션' 또는 '환경 설정' 메뉴에 

있는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브라우저 내의

쿠키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브라우저 유형별 지침은 AboutCookies.org 를 

방문해 주십시오. 

 

당사는 일정 시간 동안 귀하가 제 3 자의 웹 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검색하는 습관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서비스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 및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는 해당 사이트가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관행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웹 사이트 및 온라인 웹 서비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CE 가 귀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귀하가 SCE 고객인 경우 SCE 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정보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 고지 를 살펴보십시오. 

http://aboutcookies.org/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access-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j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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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상기에 명시된 경우와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소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당사는 당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귀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를 

조사하거나,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또는 미국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의를 믿습니다; 

• 합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도록 관할권을 부여받은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또는 다른 주의 연방 정부 

기관이 명령할 경우; 

• 당사는 해당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3 자와 계약을 맺었지만 (a)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계약을 체결하며, (b) 본 개인정보보호 고지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특정 기밀 유지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 

당사는 귀하와 연락하는 방법과 귀하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 특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고지서에 즉시 액세스하고, 지불하고, 중요한 알림을 통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SCE.com My Account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전자 결제 및 지불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집되거나 유지되는 귀하의 개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래의 연락처

섹션에 설명된 방식으로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이메일 통신 

이메일 통신은 문의에 응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귀하의 이메일을 당사가 귀하에게 이메일을 통해 

회신하는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요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통지하는 데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뉴스나 

이벤트에 대한 전자 메일 알림을 받기 위해 등록한 경우 또는 특정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또는 당사의 공인 타사 에이전트)에서 보내는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귀하의 이메일 수신을 중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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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이메일을 발송한 경우, 향후 이메일을 수신 

거부하기 위해 이메일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연락처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에 연락하여 해당 통지의 수신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SCE.com My 

Account 를 사용하여 본 웹 사이트의 계정에 접속하도록 등록한 고객이라면, My

Account 내에 있는 환경 설정 섹션을 업데이트하여 향후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요구 기간 내에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지를 받기 위해 

귀하가 다시 동의하지 않는 한 프로모션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고지, 정전, 보존 또는 안전과 같은 홍보 목적 이외의 유틸리티와 관련된 운영 이메일은 

이메일 선택 옵션과 상관없이 SCE 유틸리티 고객에게 계속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귀하가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송한 이메일 

메시지는 기밀 정보가 아니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메시지의 사용, 공개 

또는 수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기밀 또는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아동 

본 웹 사이트는 에너지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지만 13 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동에게 마케팅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당사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아래 연락처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3 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보안 대책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SCE 는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무결성 및 보호 조치 등 합당한 보호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보 보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귀하의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당사에 제공되거나 수집된 개인 정보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안전한 운영 환경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SCE 는 당사의 웹 사이트 또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장치에 포함된 개인 정보 설정이나 보안 조치를 무단으로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할권 문제 

당사의 서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며,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당사가 다른 주,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또는 관할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귀하는 본 고지 및 해당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PUC)가 승인한 요금의 조건에 허락 및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mysce/login/
https://www.sce.com/wps/portal/home/mysce/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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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문의 조건 수락 

당사는 본 고지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지문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당사 웹 사이트에 게시할 것이며, 대체 고지문을 보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 웹 사이트를 방문한 이후 본 고지문에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고지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문에 대한 변경 

사항은 이 고지문의 시작일 현재 유효하게 됩니다. 귀하가 당사 웹 사이트를 사용하면 

고지문의 조건을 수락 및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연락처 

본 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Southern California Edison 

Attention: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

Post Office Box 800 

Rosemead, CA 91770 

 

개인 고객: (800) 655-4555

기업 고객: (800) 99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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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고지가  

January 31, 2017 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고지문은 귀하가 당사로부터 전기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은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가 적절히

수집되고, 안전하게 전송 및 보관되며 해당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사의 에너지 사용 정보에 대한 액세스, 수집, 저장,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고지를 숙지하고 아래 '문의하기' 섹션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 고지 개요 

웹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고지 

당사 고지에서 사용된 에너지 사용 정보란 SCE 의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Edison SmartConnect ™ 및 Real Time Energy Meter 시스템 

포함)를 통해 얻은 상세한 전기 소비 데이터(60 분 미만의 간격)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이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 귀하의 가족, 거주지 또는 기타 비거주 고객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예에는 귀하의 이름 및 계좌 번호와 결합된 

상세한 전력 소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에너지 사용 정보를 일종의 개인 정보로

간주합니다. 다른 유형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SCE 는 당사가 보유한

귀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무결성 및 보호 조치 등 합당한 보호를 위해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보 보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SCE 가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서비스에 적용되는 당사의 규칙 3 항 요금에 따라 SCE 는 고객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및 제한된 상황에서 공개합니다. 

다음과 관련이 있는 SCE 활동은 필수 서비스입니다. 

• 전력 공급; 

• 전기 요금 고지서 작성; 

• 시스템, 전력망 또는 운영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활동; 

• 다음 날에 에너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기능, Edison SmartConnect™ 계량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SCE.com 의 My Account(나의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 SCE 수요 반응, 에너지 관리 또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계획, 구현 및

평가하는 활동.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TUUMwSVIwSzVBOFBJOTQ0/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website-privacy-notice/!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LMEYwSVJUTUdNREwwMkE1/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zE4R0FISVMwSU9TUUMwSVIwSzVBOFBJOTQ0/
https://www.sce.com/NR/sc3/tm2/pdf/Rule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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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정보의 공개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제 3 자: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제 3 자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 3 자는 고객의 에너지 사용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비-정부 제 3 자: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와의 계약에 따른 경우 또는 CPUC 가 비-정부 제 3 자와 

에너지 사용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 정부 기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사용, 수집 및 저장하여 에너지 효율, 에너지

평가 또는 기타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 공개를 

지시하는 CPUC 명령 또는 조치를 받은 정부 기관의 경우. 

 

• 법적 요청, 긴급 위협 또는 CPUC 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영장, 소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2. 당사가 당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귀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를 조사하거나,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또는

미국 정부에 정보를 선의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 

 

3. 합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도록 관할권을 부여받은 CPUC,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또는 다른

주의 연방 정부 기관이 명령할 경우 

 

4. 에너지 데이터 요청 프로그램 에너지 데이터 요청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받도록 권한이 부여된 유자격 학술 조사 기관, 지방 정부 

기관, 주 및 연방 기관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당사는 제 3 자가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필요한 정도로만 제 3 자와 에너지 사용 정보의 유형 및 양을 공유하도록 제한합니다.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 

당사는 귀하와 연락하는 방법과 귀하로부터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 특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의 경우 귀하는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 문의 섹션을 사용하여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규칙 6 항, 신용 설정 및 재설정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도록 당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residential/rebates-savings/energy-savings-tips/!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0pJREExRzQySThIVkYwQThRQVVBRk0yS0cx/
https://www.sce.com/NR/sc3/tm2/pdf/Rule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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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보증금이 

부과되거나, 직접 지불에 등록하면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가 귀하로 하여금 고지서에 즉시 액세스하고, 지불하고, 중요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SCE.com My Account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전자 결제 및 지불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SCE 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이메일을 발송한 경우, 향후

이메일을 수신 거부하기 위해 이메일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연락처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에 연락하여 해당 통지의 수신 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요구 기간 내에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지를 

받기 위해 귀하가 다시 동의하지 않는 한 프로모션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귀하가 SCE.com My Account 를 사용하여 본 웹 사이트의 계정에 접속하도록 

등록한 고객인 경우, My Account 내에 있는 환경 설정 섹션을 업데이트하여 

향후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정전 또는 보존 및 안전 메시지와 같은 홍보용이 아닌 유틸리티 관련 운영

이메일은 수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의 계좌 번호, 에너지 사용 정보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의 고지서에 있는 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계정에 

액세스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개인

정보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정보 수집 

당사는 정기적으로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다른 사용자의 정보와 함께 다양한 

형식의 자료로 통합하며, 이 경우 귀하의 에너지 사용 정보가 익명으로 변환되며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요금 및 요금 구조를 분석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웹 사이트에 인구 조사 우편 번호로 집계된 사용 정보를 게시하고, 에너지 

사용 수요를 평가하고, 지리적 영역 내에서 잠재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 

보고 및 프로그램 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집계 정보는 개인 또는 

에너지 사용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와 거래하는 제 3 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정보의 유지 

당사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만 또는 CPUC 가 위의 기본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허가한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허가된 용도로만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관합니다.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access-notice/!ut/p/b1/lVRNc9owFPwrvnCrRs_IH_LR01BiU0ipmWnwhZFlyVWDZYJVUvLrKyAzTcpggy96Gj3t7O5bGef4Eeea7VTFjGo0Wx_2ebBy6Ti-TzJIHibwBZLvi-l4evcVhgHBP3COc67NxvzEy5aLFW-0EdqsnpoBvNUD2GzVjvG9oxujuBjAaXUa6TDORdsqXX1yeLNeC26OdWua7bH4fTpjunRK1fJ1c9g7QotttbeHrBKO0rLZ1kfGBzIbrkq8JNKNCh5FSJZeiDwKDDHJfOQPXU45oSAhsOqWVh1c-GL4T3w2_2zFw8SP6bck8ry3-x0NXebF_tn9s4Ye87On5jSAHhXHhmgMo_v0AZLxYk4gIXOYZXFMwPqQ9wldWqLhxYaJj7N_znNZBKyggIqCeNb5wkWFdRt5RcmCKCwJYUUf4PBmwPSKWalfz895bON6iOUfgx_f51Xoi3k9Y_txEHP3PVuXRkAg9FDg-pYtdylioShRIEqPChlFkSQ9gIF3M2B6RdQ65Xc-1xdRtMoI5yZbph9ScdV77AYcDW8GTHt_X3c4r3jI-Ave1DUle6VQOpKzGbKJ25PXhazr1dRQIP5m95r8Be0HUJI!/dl4/d5/L2dBISEvZ0FBIS9nQSEh/?1dmy&urile=wcm%3apath%3a%2Fsce_content_en%2Fcontent%2Fmysce%2Flog%2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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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 의 과거 및 현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접근 

We may periodically update this Notice. You can access this Notice, all updates 

to it, and prior versions of it by clicking 여기. 를 클릭하여 본 고지문, 모든 업데이트 

및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E 에 (800) 655-4555 번(개인 고객용) 

또는 (800) 990-7788 번(기업 고객용)으로 연락하여 본 고지문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고지문의 사본을 얻는 방법에 관해 매년 당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 

이 고지문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공개된 정보를 제한, 조회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Southern California Edison 

Attention: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

Post Office Box 800 

Rosemead, CA 91770 

 

개인 고객: (800) 655-4555

기업 고객: (800) 990-7788

 

 

  

 

https://www.sce.com/wps/portal/home/privacy/Previous-Privacy-Notices/!ut/p/b1/jVDPT4MwGP1bdtiR9CstWI5dJKxVRhaIjl5I07FZlcJCY_S_F5wXD4rf6X3Je3k_kEIHpJx-s2ftbe_06_yruMEs41tRgoC7BwCxuY3vxa6CoorQI1JIGecH_4Tq0bSN6Z1vnW9at4ZvvIbR-rbTw8wdjD2iOtI3CQZGg4RhFlAd4oBhoEFETUgjHTIGp8m8nszhl-OwlO2qTzJIt7IAUVR5AkKmsaTJJoScLOnLl_7abyHFF-Evm5-ErNoTEGQPu5JzAhAj-Y8m9vlyUXzaet703aPD4thD1zHyYQOZnvKRr1afV56V-g!!/dl4/d5/L2dJQSEvUUt3QS80SmtFL1o2X0pJREExRzQySTBVSjMwQTMwRDREVU0wME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