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주소: wavehome.com/CA-disaster-relief

캘리포니아 재난 구호 가이드라인
미연방정부 또는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Wave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난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가족 및 가까운
지인과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구호 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소비자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정부 또는 미연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Wave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 전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전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제공되는 구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시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캘리포니아 지역 내 전화 고객에게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가지 구호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원격 착신 전환, 착신 전환에 대한 원격 액세스, 착신 전환 기능 및 메시지 서비스의 가입비
1회 면제

•

원격 착신 전환, 착신 전환에 대한 원격 액세스, 착신 전환 기능 및 메시지 서비스의
월이용요금 1개월 면제

•

고객의 임시 거주지 또는 새로운 영구 거주지의 서비스 설치 비용 및 해당 고객이 원래
거주지로 복귀한 후 서비스 설치 비용 면제

•

고객의 Inside Wire Plan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 거주지의 배선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및 잭 1개에 대한 비용 면제

•

Inside Wiring Plan 가입 고객의 경우 원래 거주지로 복귀한 후 배선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및 최대 5개의 잭에 대한 비용 면제

•

Inside Wiring Plan 미가입 고객의 경우 원래 거주지로 복귀한 후 배선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및 잭 1개에 대한 비용 면제

상기 명시된 소비자 구호 조치는 12개월간 또는 캘리포니아주 재난관리청(Offices of
Emergency Services)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시행됩니다.

재난 구호 조치의 시행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에 재난 구호 조치가 시행되면 Wave는 해당 재난 지역의 고객에게 당사의 재난
구호 조치 시행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Wave는 당사에 기록된 고객의 기본 이메일
주소로 알림 이메일을 발송하고, Wave 웹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Twitter, Facebook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라디오를 통해 안내하게 되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고객 센터(1-866-928-3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구호 조치 시행 시 내 계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당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고객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신 후 Wave의
소비자 보호 조치 중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착신 전환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난 구호 조치의 적용을 받는 고객은 자동으로 착신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전화기를 사용하여 *72를 누르신 후 신호음이 들리면 착신 전환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착신 전환 기능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서비스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취소하려면 *73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고객은 Wave Phone
포털(mywavephone.com)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Wave Phone 포털 이용 방법에 관한
안내서는 wavehome.com/phoneportalguid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보를 다른 언어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원하는 언어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
광둥어
북경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Wave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1-866-928-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