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요금 줄이기
PGE의 소득적격 청구서 할인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소득적격 청구서 할인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최대 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 또한 간편합니다!

1.  지속적인 월 요금 지원
이 지속적인 월 요금 할인은 당사 또는 
기타 기관에서 이미 수령하고 있는 
여타의 모든 지원에 추가됩니다.

2.  이미 자격 대상일 수 있음
가구 규모 및 연소득에 따라 15%에서 
25% 사이의 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에너지 지원 혜택을 수령하신 경우, 
자격을 이미 갖추고 계실 수 있습니다.

3.  간편한 등록
신청을 위해 귀하와 관련한 어떠한 
재정 서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구 규모와 연평균 총 
가구소득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4.  간편한 신청
고객서비스 상담원들이 200여 개 
언어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503-228-632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portlandgeneral.
com/formupload에  
양식을 업로드해 주세요(신청서  
지침 참조).

자격 대상이신가요? 확인해 보세요!
Portland General Electric(PGE,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자격 대상 주거 
고객이라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가구 규모와 18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한 연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소득은 세전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가구 규모와 소득별 분류 지침입니다.

가구 규모 연평균 총 가구소득**

1 $30,700

2 $38,373

3 $47,402

4 $56,430

5 $65,459

6 $74,488

7 $76,181

8 $77,874

9 $79,567

10 $81,260

11 $82,953

12 $84,645

각 추가 구성원 +$1,692

**총 연간 가구 소득에는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모든 과세 및 비과세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0월 현재 State Median Income(SMI, 주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연간 총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계산, 프로그램 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503-228-632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할인은 월별 총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요금은 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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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관련 추가 정보는 portlandgeneral.com/pgediscount(영어로 제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 개 언어로 503-228-6322에서 고객서비스 상담원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GE는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정보로 무엇을 
하나요?
•  귀하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귀하의 소득 및 가구 정보는 
귀하가 프로그램 자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가구 규모 또는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 규모나 소득이 변동될 경우, 우편으로 새 양식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당사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득적격 청구서 할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에너지 지원을 받는 데 영향을 받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별개이며 에너지 지원을 
받아도 PGE 요금 할인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할인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도 에너지 지원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양식을 제출하거나 등록을 위해 
전화를 주시면, 귀하의 정보를 검토하여 프로그램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는 데 30일이 
소요됩니다.

•  승인되면 귀하의 등록 및 받으시게 될 할인 비율을 확정하는 
통지 이메일이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  매년 당사는 고객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된 
소수의 고객들에게 가구 규모 및 소득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자격이 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록 후에는 월 요금 할인을 2년간 받으시게 됩니다. 2년 
후에 재등록해야 하지만 미리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할인은 
등록 후 청구되는 신규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청구된 요금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은 등록이 승인된 후 귀하가 처음 수령하는 청구서에 
적용됩니다.

•  이 할인은 월별 총 결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요금은 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항목은 무엇이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소득 항목과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예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으로 간주되는 항목
•  이혼 수당 

•  개인연금
•  자녀양육비
•  배당금
•  급여/임금 
•  위탁 양육비
•  군 급여
•  퇴직연금
•  저작권 사용료

•  자영업 소득(비용 후)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사회보장장애보험)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보충적 
보장소득)

•  빈곤가정 한시적 지원
•  실업급여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
•  에너지 지원
•  고등학생 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소득

•  소득세 환급/공제
•  일회성 현금 선물

•  역모기지
•  섹션 8 또는 주택 보조금
•  공과금
•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유아 
및 아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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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2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세요. 

가구 규모 
(성인 및 아동을  
포함한 모두 구성원)

본인은 현재 고정 수입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서 소득 또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State Supplemental 
Payments(SSP, 주정부 추가 지급) 또는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사회보장장애보험), 퇴직금 
이자/배당금, Medicaid 또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보충적 보장소득)

가구 및 소득 정보
할인은 가구 규모와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세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양식은 최초 신청서 또는 가구 규모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세요.

소득적격 청구서 할인 신청서

이름 및 성(Portland General Electric(PGE,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청구서 상의 기본 성명)

PGE 계정번호(10자리)

서비스 제공 주소지(주 거주지) 

이메일 주소

선호 전화번호

선호 언어
고객서비스 상담원들이 200여 개 언어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503-228-6322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의료적 요구사항을 가진 구성원이 
계신가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의료인증프로그램  
(영어로 제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귀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

https://portlandgeneral.com/outages-safety/be-prepared/powering-medical-equipment


선언
•  본인은 이것이 최초 신청이며, 정식 등록 후 PGE에서 본인의 

할인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통지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연평균 총소득 또는 가구 규모가 변동될 경우,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PGE에 503-228-6322로 전화하여 이에 대해 PGE에 통지할 
것입니다.

•  본인은 요청 시 가구 소득 및 가구 규모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정보는 PGE 및 본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PGE를 대신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제공됩니다.

•  본인은 이 할인이 이전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할인은 청구서 
상 지불해야 할 총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등록 후에 청구되는 
새로운 요금(등록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음)에만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특정 요금은 이 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이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또한 portlandgeneral.com/
iqbdtariff(영어로 제공)에 있는 PGE 소득적격 청구서 할인 요금에 
명시된 약관에 동의합니다.

연 가구 소득 계산 방법

전자 서명(귀하의 성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제출 준비가 되셨나요? 작성된 신청서를 portlandgeneral.com/formupload에 업로드하시거나 신청서를 

PGE Bill Discount, 7895 SW Mohawk St., Tualatin, OR 97062로 우편송부해 주십시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숫자에 
52(연간 주)를 곱하여 연간 총소득(세전)을 구합니다.

가구 소득이 월 단위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합산 소득에 12를 곱하여 연평균 총 
가구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 계산이나 프로그램 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또는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503-228-632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시: 

$13.50 (시급) 

x 40 (주당 평균 근무 시간) 

= $540

$540 

x 52 (연간 주) 

= $28,080 

(이 금액이 귀하의 연간 총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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