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Baseline 프로그램

추가 에너지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절약 및 안전

PG&E의 Medical Baseline 프로그램은 특정 요구사항으로 인해 에너지가 필요한 PG&E
고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최저 요금으로 매월 추가로 에너지 제공
■ PSPS(공공 안전 전력 차단)에 대한 추가 알림 제공 뒷면 참조

신청 가능 질병 및 기기의 예:
■
■
■
■

천식/수면 무호흡증

■

다발성 경화증

■

호흡 보조기

특수 난방/냉방이 필요한 경우

■

전동 휠체어

IPPB/CPAP 장치
혈액투석기

PG&E의 MEDICAL BASELINE 프로그램 신청
지금 PGE.COM/MEDICALBASELINE를 방문하세요!

1

자격 요건 확인.
신청 가능한 질병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검토하십시오.

2
3

신청 양식 작성.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주치의에게 신청서를 작성 요청.
전문 의료진이 귀하의 에너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신청서 사본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pge.com/medicalbaseline.
작성한 신청서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G&E Credit and Records Center
Medical Baseline
P.O. Box 8329
Stockton, CA 95208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1-800-743-5000

추가 PSPS 알림

공공 안전을 위해 PG&E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PSPS라고 합니다.
PG&E는 PSPS 상황이 발생하기 전과 도중에
Medical Baseline 고객에게 추가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전화에
“HELLO(여보세요)”라고 응답하거나 문자에 “1”
로 회신을 보내어알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당사에서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대면 연락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PSPS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pge.com/mywildfirealerts
에서 또는 1-866-743-6589
로 전화하여 연락처 정보 및
선호하는 언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 및 연습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안전
리소스를 검토합니다.
safetyactioncenter.pge.com

추가 지원 받기 Disability
Disaster Access and
Resources Program.
disabilitydisasteraccess.org

비상 식량 및 재정 지원 관련
정보 등 추가 리소스는
pge.com/disabilityandag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 기기
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료 예비
휴대용 배터리 지급 대상 여부는
pgebatteryprogr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PS 이전과 이후, 그리고
시행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및 리소스는
pge.com/pspssupport에서
확인하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MEDICAL BASELINE 지원 대상이 아니신가요?
함께 사는 사람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취약 고객으로 상태로 자가 증명을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ge.com/vcstatus를 참조하십시오.

번역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PG&E에서는 250개 이상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니 1-866-743-6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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