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날짜

의견, 제안 및/또는 불만사항 

1.연락처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호하는 언어

2.사건 정보
사건 일자
위치/주소 

3.서비스 분야(해당하는 모든 것 체크)
실업 보험 세금 관련 서비스 기타

장애 보험 유급 가족 휴가 사기

인력 서비스 CalJOBSSM 법률 사무소

4.언어 접근 문제(해당하는 모든 것 체크) 예 아니오

이중 언어 구사자 부족
다국어 양식/자료 부족 
번역 서비스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 부족
기타

5.아래의 공간에 의견, 불만사항 또는 제안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의 뒷면을 이용하시거나 추가 시트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6.회신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면, Ask EDD (askedd.edd.ca.gov) 를 방문하여 사기 신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또한 EDD Fraud Hotline(EDD 사기 신고 핫라인)에 1-800-229-6297번으로 전화하거나 1-866-340-5484 
번으로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기 관련 서류나 우편물은 2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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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kedd.edd.ca.gov/AskEDD/s/


완성된 양식을 다음 중 적합한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alJOBS 
PO Box 826880, MIC 50 
Sacramento, CA 94280-0001 

장애 보험 또는 유급 가족 휴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 DICO, MIC 29 
Sacramento, CA 94280-0001 

사기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MIC 43 
Sacramento, CA 94280-0225 

언어 접근 불만사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Office 
PO Box 826880, MIC 49 
Sacramento, CA 94280-0001 

법률 사무소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Legal Office  
800 Capitol Mall, MIC 53 
Sacramento, CA 95814 

세금 지원: 고용인-일반 서신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Tax Support Division, MIC 93 
PO Box 826880 
Sacramento, CA. 94280-0001 

실업 보험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 UISD, MIC 40 
Sacramento, CA 94280-0001 

인력 서비스 지점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MIC 69 
Sacramento, CA 942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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