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 (CARE) Program 
등록 후 확인 요청서

소득이 있거나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이름 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긴급 회신 요망
가계 소득 증명 
서류 제출 요망

확인: 본인은 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이 이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또한 CARE 또는 FERA program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CARE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CARE program의 
혜택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체크하고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서명 날짜

양식 작성 안내:

1. 귀하가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2.인정되는 확인서 양식에 대한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작성한 양식과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YourAccount 에 업로드: 우편(동봉된 봉투 사용): 팩스: 
pge.com CARE Program 1-877-302-7563
YourAccount에 로그인한 후 페이지    P.O. Box 7979 
상단에 보이는 공지문을 클릭하십시오. San Francisco, CA 94120-7979

가구 구성원 수:   성인 아동 (18세 미만) 

고객명

PG&E 계정번호

주소 시 우편번호

이메일(선택) 전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귀하가 사용하는 PG&E의 공공서비스 및 귀하에게 해당되는 PG&E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202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저작권 소유. 2022년 5 월   CCA-0718-0168

https://www.pge.com/


필수 소득서류 안내 
 

'PG&E'는 PG&E Corporation 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의 약자입니다. ©202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2022 년 5 월    CCC-0522-4767 

 
아래의 표에서 CARE/FERA 프로그램들 자격요건을 위한 소득원 및 인정되는 소득증명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가장 최근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 소득의 모든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 한 가장 최근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전체 사본을 (아래 문서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에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및/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지운 

후 제출해 주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임금, 급여 및 팁 가장 최근의 월급 명세서 또는  
IRS 1040 양식(W2 는 인정되지 않음)* 

연금, 사회보장(SSA, SSDI, RSDI), 장애 지원금, 재해 보상, 
실업 급여, VA 혜택 

지급 서신 또는  
가장 최근의 연금 지급 수표 또는  
가장 최근의 은행거래 내역서(직접 입금 확인 용) 

학교 지원금, 장학금, 기타 지원금 지원금 수여 서신 또는  
내역서 

보험금 및/또는 법적 합의금 합의 서류 

아동 및/또는 배우자 부양비, 가정위탁 지원금 법원 서류 또는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농장 소득 IRS 1040 양식의 첫 페이지 또는  
IRS 1040 및 부속명세(Schedule) 1 

다음으로부터의 이자 및/또는 배당금: 저축,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IRS 1040 양식 또는  
IRS 1099 양식 또는  
최근 은행거래 내역서 

401K, IRA 해지금 또는 연금보험 투자 계정 내역서 또는 
IRS 1040 양식 또는  
IRS 1099 양식 

자본 이익금 투자계정 내역서 또는  
IRS 1040 양식의 첫 페이지 

임대 소득 및/또는 저작권 사용료 소득 IRS 1040 양식의 첫 페이지와 부속명세(Schedule) 1 
혹은 임대 계약서 또는 신탁 명세서 

자영업 이익, 수수료 IRS 1040 + 부속명세(Schedule) 1 그리고 모든 
부속명세(Schedule) C 또는  
최근 3 개월 손익 명세서 

도박/복권 당첨금 IRS 1040 양식의 첫 페이지 및 부속명세(Schedule) 1 

현금 소득  
(연방세 또는 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 유형, 월 현금 지급 예상액, 고용주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신(해당하는 경우) 

금전적 선물, 저축, 위의 사례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귀하의 가구를 부양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의 소득원을 
기술하고 서명한 서신 

*제출한 서류가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G&E'는 PG&E Corporation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약자입니다. ©2022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2022 년 5 월    CCC-0522-4749 

공공 지원 관련 필수 서류 안내 
 

아래의 표에서 CARE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위한 소득원 및 인정되는 소득증명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E 또는 FERA 에 등록된 가구 구성원 고객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최신 문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에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및/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지운 후 제출해 주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 구성원이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 서류의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WIC 바우처 또는 최근에 발급된 지급 결정 

서신/참가 서신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CalFresh/SNAP (푸드 스탬프) 

CalWORKs (TANF) 또는 Tribal TANF 

Head Start Income Eligible (부족만 해당)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Medi-Cal for Families (Healthy Families A&B)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Bureau of Indian Affairs General Assistance 

Medicaid/Medi-Cal (65 세 미만) 

Medicaid/Medi-Cal (65 세 이상) 

최근의 지급 서신 

또는 프로그램 참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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