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전화 서비스 또는 청구서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귀하의 전화 회사에 가능한 빨리 
연락하세요.  

•  전화회사의 무료 고객 서비스 번호에 전화
하시거나 만약 사용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  만약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만족할 만큼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매니저와 말하기를 
요구하세요. 지위가 더 높은 직원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준비하세요. 귀하
께서 언급하길 원하시는 청구서, 영수증  
또는 다른 것들을 모으시고 회사와  연락한 
시간, 대화한 담당자 이름, 그 직원이 하기
로 동의한 사항을 적어 놓는 것을 잊어버리
지 마세요. 

•  전화 회사의 실제 직원과 연결되는 데에는 
때때로 수분이 걸리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급하지 않을 때 전화하세요. 

 
만약 귀하의 전화 회사에 연락했고 
귀하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CPUC Consumer Affairs Branch(소비자 
문제 지점)에 고발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The CPUC 는 귀하가 허가하지 않은 요금 또는 
귀하의 전화 서비스가 다른 전화 회사로 귀하의 
동의 없이 교체된 경우를 포함한 전화 서비스 
또는 청구서에 대한 고발장에 관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귀하는  CPUC 에 전화,인터넷 또
는 우편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800-649-7570

•  온라인: 
 http://www.cpuc.ca.gov/static/
forms/complaints/index.htm 

•  우편으로: 
 CPUC Consumer Affairs Branch 

 505 Van Ness Ave.
 San Francisco, CA 94102

만약 귀하의 전화 회사와  CPUC 가 귀하
를 도울 수 없었다면, 타주로부터, 또는 
타주로의,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통화에 대해 질문을 하신다면  FCC 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FCC 에 다음의 
방법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  이메일에 의해:  fccinfo@fcc.gov

•  온라인:  
 고발장 양식:  www.fcc.gov/cgb/
complaints.html.

•  우편으로: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445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54

•  팩스로: 
 1-866-418-0232
•  전화로: 

      1-888-CALL-FCC 
(1-888-225-5322) 

 
TTY   1-888-TELL-FCC 

(1-888-835-5322)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귀하의 전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귀하의 전화 회사가 귀하를 
돕지 않을 때에는  CPUC
 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CPUC 가 귀하를 도울 
수 없으면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금 또는 다른 종류의 배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귀하의 전화 회사
와 먼저 의논하세요.  

•  귀하의 청구서의 지방세에 대해 질문
이 있으시면, 과세한 시에 연락하세요.

•  전화 회사가 귀하의 재산을 손상했기 
때문에 배상을 원하시면,예를 들어, 민사 
법원을 통해 청구를 제출하거나 변호사
에게 연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 서비스 또는 
청구서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귀하의 전화 회사에 
연락하세요.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캘리포니아 공공 사업 
위원회)에 연락하세요.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연방 통신 
위원회)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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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화 서비스에 대해 알기 쉽게 시리즈로 알

려드리는 키패드 어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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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 Talk Series Who to Complain to

누구에게 
불평할까요?

전화 회사 및 지역 사회에 소재한 
 단체들의 도움으로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캘리포니아 공공 사업 위원회) 가  

자금제공을 했습니다.
www.calphoneinfo.com

Plain Talk Series
Korean, Feb.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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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