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전화를 어디에서 사
용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여행중에? 
또한 언제 전화를  
사용할 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낮에?  
밤에? 주말에?

2 귀하의 통화 
가능 지역

주의 모든 곳에 통화 
가능한 무선전화 회
사는 한 곳도 없습니
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장 전화를 많이 사
용하기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하는 한 회
사를 찾으세요. 전화
회사 가게, 또는 웹사
이트에서 그 회사의 
통화 가능 지역의  
지도를 찾을 수 있습
니다, 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해  
판매원에게  
물어보세요.  

3  귀하께 맞는 
콜링 플랜을 선

택하세요 
귀하께 맞는 콜링 플

랜을 선택하세요  
대개의 회사들은  
지역,지방, 또는  
전국과 같 
은 몇 개의 다른 콜링 
플랜을 제공합니다.  
어떤 플랜은 항상  
또 는  피크 타임에만  
사용 가능한 세트를  
포함합니다. 다른  
세트는 밤, 주말, 또는  
피크 타임이 아닐  
때를 위한 것입니다. 

각 플랜을 세심하게 
연구하세요. 만약,  
이미 전화요금 청구 
서를 갖고 계시다면  
이를 가지고 오셔서  
가격을 비교하세요.

4  시험 사용 기간
대개의 회사들은 

서비스 및 통화 가능 
지역을 시험하는 기

간을 갖고 있습니
다. 조기 해약 요
금을 내지 않고 계
약을 취소할 수 있
는 유일한 때입니
다. 전화기 및 기능
을 충분히 시험해
보세요. 

5  장기계
약에 대한 대

안
만약 계약이  

귀하께 적합하지  
않다면, 월별, 균일 
요금 플랜,  
“사용시 지불” 또는  
“선불” 플랜을  
찾으세요.  

만약 선불 플랜을  
선택하시면, 언제  
사용 시간이  
만료되는 지  
알아보세요. 장거리  
또는 국제 전화를  
포함하는 지  
알아보세  
요. 추가통화시간(분) 
을 어떻게 사는 지와  
통화시간을 다 쓰기  
전에 추가통화시간 
을 사야 하는 지 알아 
보세요. 

6 로밍에 대해 
이해하세요

로밍은 다른 무선  
전화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귀하
께서 귀하의 전화회
사의 통화 가능 지역 
밖에 있거나 귀하의 
회사가 지역내 통화
를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1. 로밍
요금이 존재하는지. 
2. 로밍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3.귀하의 서비스를 
로밍중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는지.

7  장거리
귀하의 지역 밖 

에 전화를 걸 때 장거 
리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거리  
전화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지를  
알아보세요.

8  음성 서비스 
이의 기능

다른 서비스는 인터 
넷 검색, 문자 보내기 
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요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만약  

원하시면,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막거나 취소
하는 지를 알아보세
요. 다른 기능들은  
“셀폰 전화기에서 셀
폰전화기,”를  
포함하는 데 이는  
하나의 셀폰전화기
에서 다른 전화기로 
이루어진 통화를  
의미합니다. 

9   귀하의 전화번
호 유지하기 

전화 회사를 바꾸셔 
도, 귀하의 전화 번호 
를 유지하실 수 있습 
니다. 만약 귀하께서  
현재 전화회사와  
계약하에 있으시면, 
서비스를 조기 취소하 
는 것에 대한 조기 해 
약요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셀폰전화기가  
특정전화회사의 네 
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새  
셀폰을 구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요금을 이해
하기

매월 얼마를 낼지의 
추정액을 계산한 견
본 청구서를 보여달
라고 요청하세요.  

귀하께서 알아야 할 
내용의 사례입니다:

• 서비스 개시를 
위한 개통비용 

• 세금 및 추가  
요금.  

• 요금:  장거리, 로
밍 및 통화 시간.

• 다른 사람과 통
화시간을 같이 
쓸 때 어떻게  
요금이 부과되는 
지를 포함하는 문
자 보내기 및 다
른 요금. 

• 끊긴 통화:  나쁜 
통화 가능 지역에 
있어서 중단된 통
화에 대한 크레딧
을 받으실까요?  

• 조기 해약 비용: 
서비스가 만료되
기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면 요금이 
얼마입니까?  
만약 플랜상  
전화가 한 대  
이상이면, 요금이 
모든 전화기에  
적용될까요?  



셀폰 서비스를 
구입하는  

10가지 비결

셀폰 서비스
를 어떻게 살
까요; 열가지  
비결

셀폰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귀하의 필요 및 예산 
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구입하기 위해 꼭 비교해보 
세요. 모든 제안을 세심하 
게 연구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무슨 서비 
스를 구입하고 무엇이  
계약의 내용인지를 확인하 
세요.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 물어보 
세요. 귀하는 또한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추가의 정보 
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calphoneinfo.com
1 (800) 649 7570 –  

CPUC 핫라인(직통전화)

추가의 정보를 위해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cpuc.ca.gov
www.fcc.gov
www.ftc.gov

“저는 셀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
는 키패드 어린이입니다”

만약 귀하의 전화 회사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다면, 고발장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www.calphoneinfo.
com 에 들어가거나  CPUC 핫라인에  
1 (800) 649-7570로 전화하세요. 

Plain Talk Series
10 tips on buying wireless

전화 회사 및 지역 사회에 소재한 
 단체들의 도움으로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캘리포니아 공공 사업 위원회)가 자금제

공을 했습니다.
www.calphoneinfo.com

Plain Talk Series
Korean, Feb.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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