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gratulations!
You will soon enjoy the 
advantages of clean, renewable 
power at competitive rates!

The Clean Power Alliance is 
your new electricity provider.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청정한 재생가능전력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Clean 
Power Alliance)에서 새롭게 
전력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Starting June 25th, 2018
you will be automatically enrolled 
in our competitively priced 36% 
renewable electricity offering.

Nothing else changes—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will continue 
to deliver power to your home or 
business, send you a bill, and be 
responsible for resolving issues 
with your electricity service. 

If you would prefer to have a different 
electricity mix at a different rate, 
you can CHOOSE to enroll in our 
50% or 100% renewable electricity 
offering. Visit our website at 
cleanpoweralliance.org or call us 
at 888-585-3788 to learn more.

Remember,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to start enjoying 
the shared community benefits 
of 36% renewable electricity.

2018년 6월 25일부터 전체 전력공급분 
중 36%를 청정전력으로 공급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되십니다. 

그 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
에서 귀 가정 및 사업체에 배전, 고지서 
발송, 서비스 관련 문제 해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정전력 비중 및 요금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50% 또는 100%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당사 웹사이트 
cleanpoweralliance.org를 방문하거나 
전화 888-585-3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정전역 비중을 36%
로 설정하시는 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To access this notice in a different language or for additional customer 
support, please visit our website at cleanpoweralliance.org.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The Clean Power Alliance electric genera-
tion rates are competitive. Available rates 
can be reviewed at cleanpoweralliance.org 
or by contacting Clean Power Alliance at 
888-585-3788. Any changes to Clean Power 
Alliance rates will be adopted at duly no-
ticed public meetings of the Clean Power 
Alliance Authority Board of Directors.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also collects 
from Clean Power Alliance customers autho-
rized charges for delivering power to your 
home or business and for providing other 
services. These components of your electric 
bill are the same whether you buy electric-
ity from Clean Power Alliance or SCE.
 
Southern California Edison also charges Clean 
Power Alliance customers a Power Charge 
Indifference Adjustment (PCIA) and a Franchise 
Fee Surcharge. Both ar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kilowatt hours used each month. 

The PCIA is intended to ensure that customers 
who switch to Clean Power Alliance pay for 
energy that was acquired by SCE to serve them 
prior to their switch. The PCIA is currently less 
than one cent to just under two cents per kilo-
watt-hour depending on the type of customer. 
Note that Clean Power Alliance rates are com-
petitive with SCE’s rates, even with these fees.

BILLING: Each month, Clean Power Alliance 
customers receive a single monthly bill from SCE, 
just as they would under SCE bundled service. 
This bill includes all of the recent electric charges, 
including Clean Power Alliance’s power gener-
ation charges. SCE will continue to charge you 
fo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rvices they 
provide; this includes the cost of transmitting 
electricity directly to your home or business. For 
your convenience, SCE forwards the power gener-
ation portion of the bill to Clean Power Alliance.  

ENROLLMENT: Effective June 25, 2018, 
Clean Power Alliance will become the de-

fault electric power provider for your area. You 
will be automatically enrolled in Clean Pow-
er Alliance’s default program on that date.  

CARE PROGRAM: If you are currently enrolled 
in the California Alternative Rates for Energy 
(CARE) program for low-income customers,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all CARE benefits 
and discounts upon enrollment in Clean Pow-
er Alliance. You will also enjoy additional sav-
ings, as CARE customers are not charged the 
Purchased Cost Indifference Amount (PCIA) 
charged by SCE to all other customers.

OPT OUT: You have the right to opt out without 
penalty any time. However, if you choose to opt 
out more than 60 days after your Clean Power 
Alliance service starts, SCE will charge a one-time 
account processing fee and you will not have 
the option to return to Clean Power Alliance for 
one year. By opting out, you will also be subject 
to SCE’s then current rates,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For details on SCE’s rates, terms and 
conditions, please visit sce.com. You will not be 
charged any fees if you opt out within the first 
60 days after your enrollment with Clean Power 
Alliance or if you cancel electric service altogether 
(for example, if you move). If you opt out, you will 
still be charged for all electricity you used before 
the transfer of electric service. Accounts will be 
transferred on the day the electric meter is read 
and cannot be transferred during the middle of 
a billing cycle. In order for your request to be pro-
cessed on your next meter read date, your request 
must be received at least 5 business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meter is read. To opt out, 
please call Clean Power Alliance at 888-585-3788 
or visit cleanpoweralliance.org. Have your electric 
bill handy so that we can process the request.

FAILURE TO PAY: Clean Power Alliance may 
transfer your account to SCE upon 14 calendar 
days’ written notice to you if you fail to pay any 
portion of the Clean Power Alliance charges on 
your bill. If your service is transferred, you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requirements by SCE.

If you choose not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benefits Clean Power Alliance 
has to offer, you can elect to opt out 
without penalty, and your electricity 
generating charges will remain with SCE. 
Full rate details plus opt-out instructions 
are available at cleanpoweralliance.
org or by calling 888-585-3788.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프로그램에 불
참하셔도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 발전요금은 SCE에서 계속 부과됩니
다. 요금 및 불참 방법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
면 웹사이트  cleanpoweralliance.org를 방문하
거나 전화 888-585-3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약관: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는 요금이 저렴합니다. 
cleanpoweralliance.org 또는 전화 888-585-
3788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찾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금을 변
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 이사회에서 공개 회
의 소집을 알리고 동 회의를 통해 변경됩니다. 

또한 SCE에서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고객의 가정 
또는 사업체에 전력 및 기타 서비스를 공급하는 댓가
로 승인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합니다. 전기 공급
업체가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든 SCE든 관계없이 전
기요금 고지서상 관련 부분이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또한 SCE에서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고객에
게 전력요금균등조정료(PCIA) 및 프랜차이즈 부
가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두 항목은 매월 사용
하신 킬로와트-시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PCIA를 부과하는 목적은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로 
전환한 고객의 사용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함입니
다. PCIA는 고객 유형별로 킬로와트-시당 1~2센트 
미만입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금은 위의 수
수료가 추가되더라도 SCE 요금보다 저렴합니다.
요금 청구: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고객은 SCE 통합 
서비스하에서 고지서를 받는 것처럼 SCE로부터 월
간 고지서 1부를 받게 됩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전력 발전비용을 비롯해 최근의 모든 부과금이 고지
서에 표시됩니다. SCE에서는 종전대로 송배전 서비
스 요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귀 가정 및 사업차
에 직접 송전하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SCE
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고지서상 전력 발전요금 
부분을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에 통보해 드립니다. 

가입 등록: 2018년 6월 25일부터 클린 파워 얼
라이언스가 귀 지역의 기본 전력 공급업체가 됩
니다. 그러면 이 날짜부터 클린 파워 얼라이언
스의 기본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CARE 프로그램: 현재 저소득 고객 가운데 캘리포
니아 에너지 대체요금(CARE) 프로그램에 가입되
어 있는 경우에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에 등록하더라도 종전처럼 CARE 혜택 및 할인을 계
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CARE 고객의 경우 다
른 고객과는 달리 SCE의 PCIA가 부과되지 않으므
로 요금 절감 효과를 추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불참 가능: 언제든지 불참하실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
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서
비스 개시 후 60일 이상이 지났을 때 불참하는 경우
에는 SCE에서 불참처리 수수료를 1회 부과하며, 이
후 1년간은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재가
입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불참할 경우에는 그 시점
의 SCE 요금 및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SCE 요
금 및 서비스 약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ce.com에 
나와 있습니다.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가
입 후 60일 이내,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등으로 전
력 서비스 수령 자체를 중단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수
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에는 전력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 전 사용분 
전체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계정 전환은 월 도중이 아
니라 전기 검침 당일이 되어야 이뤄집니다. 전환 요청
이 다음번 전기 검침일에 제대로 처리되려면 검침일
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에 요청을 접수시
키셔야 합니다. 불참 접수는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전
화 888-585-3788 또는 cleanpoweralliance.org에
서 하시면 됩니다. 불참 신청 시 고지서를 미리 준비
해 두시면 접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 고지서상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 요금
분을 미납할 경우 결국 SCE로 계정이 복귀될 수 
있으며, 복귀 실시로부터 14일 전에 이를 서면으
로 통보해 드립니다. 서비스 계정이 전환되는 경우
에는 SCE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