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program 고사용량 확인 절차 완료 방법
계속해서 CARE program의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본 서류의 앞면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 설명에 따라 신중하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1
세무신고서 등본 요청
최근 2년간 세무 신고를 한 모든 성인 세대원은 반드시 별도의
IRS Form 4506-T를 제출하여 가장 최근 신고에 대한 자신의
세무신고서 등본(Tax Return Transcript)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도 이와 동일하게 IRS Form
4506-T를 제출하여 비신고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성인 세대원은 IRS 세무신고서 등본이나 비신고 확인서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성인 세대원을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공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맞은 IRS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편의를 위해 IRS Form 4506-T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양식이 필요한 경우, 동봉된 양식을 복사하거나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세무신고서 등본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www.irs.gov/individuals/order-a-transcript).

동봉된 IRS Form 4506-T를 작성하십시오.
• 1행부터 4행까지 작성하십시오.
• 5행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2
CARE Program High Usage Form
(동봉된 노란색 양식) 작성
본 양식을 통해 귀하가 CARE program의 가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A. 고사용량 양식(High Usage Form)을
작성하십시오(상단).
귀하가 여기에 제공하는 정보가 세무신고서 등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하십시오.

2B. Energy Savings Assistance Program
가입 섹션(하단)의 내용을 살펴본 후, 등록해
주십시오.
Energy Savings Assistance Program은 가정의 에너지
효율, 안전성 및 편안함을 증대하기 위한 무료
주택 개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RE program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Energy Savings
Assistance Program에 가입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nergy Savings Assistance Program은
전화 1-800-933-9555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서 등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행에 세무양식
번호 1040을 기록하고 6A행의 박스에 체크하여 세무신고서
등본을 요청하십시오.
• 최근 2년간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비확인 신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7행의 비확인 신고서 옆에 있는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이전에는 함께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9행에 서류를 요청하는 해당 연도를 입력하십시오.
12/31/2017과 같은 형식으로 연도를 입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합니다. 
• 6번과 7번 상자를 동시에 체크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서류가 IRS로부터 반환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신청서를 IRS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IRS Form 4506-T(세무신고서 등본 또는 비확인 신고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IRS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RAIVS Team, Stop 37106, Fresno, CA 93888).
IRS는 대부분의 신청서를 10 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
보내줍니다.
귀하의 IRS Form 4506-T(세무신고서 등본 발급 신청서)를
PG&E에 보낼 경우 CARE program 확인이 지연되므로
PG&E에 보내지 마십시오.

3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작성한 서류 제출
1. 세무신고서 등본(혹은 비신고 확인서)
2. CARE program 고사용량 양식(노란색 양식)
YourAccount 에 업로드: pge.com
YourAccount에 로그인한 후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공지문을 클릭하십시오.
우편(동봉된 봉투 사용): PG&E CARE Program
P.O. Box 7979, San Francisco, CA 94120-7979
팩스: 1-877-302-7563
우편 발송 전, 서류상의 모든 사회보장번호를 검은색으로
가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1-866-743-5832 또는 이메일 careprogram@pge.com
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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