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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불만 사항 또는 고충 처리 절차 

MOSAIC 내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1. 저희 직원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 당사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2. 해당 직원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불안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그 직원의 상사나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위의 1 또는 2항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차장(Senior Manager) 또는
부장(Director)에게 우려 사항을 적은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4. 편지를 보내시는 경우 다음 사항을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a. 불만 사항 내용(예: MOSAIC 규칙에 동의하지 않음. 고객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 직원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 직원이 고객을 차별 대우했다고
느낌. 고객이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음.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등.)

b. 사건 발생일
c. MOSAIC에 원하시는 내용
d. 그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

5. 영문으로 편지를 작성하실 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차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어나 한국어로
보내셔야 합니다.

7. 차장은 편지 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차장은 고객의 우려 사항과
가능한 해결책을 고객과 상의합니다.

8. 차장은 면담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면담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MOSAIC의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9. 조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원래의 편지에 의견을 추가하여 부장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부장에게 보내시는 이 편지는 반드시 차장의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10. 부장은 편지 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부장은 고객의 우려 사항과
가능한 해결책을 고객과 상의합니다.

11. 부장은 면담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면담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MOSAIC의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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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불만 사항 또는 고충 처리 절차

MOSAIC 내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계속) 

12. 조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원래의 편지에 의견을 추가하여 상임 이사(Executive
Director)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상임 이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부장의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13. 상임 이사는 편지 접수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상임 이사는 고객의
우려 사항과 가능한 해결책을 고객과 상의합니다.

14. 상임 이사는 면담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면담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MOSAIC의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5. 상임 이사의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사장(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상임 이사의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16. 이사회는 편지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고객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회신을 보냅니다. 이것은
MOSAIC의 최종 결정입니다.

17. MOSAIC은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직원이 고객을 만나면 안전하지 않을 행동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부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 

1. 고객은 고객의 불만 사항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완료되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언제든지 다음 심사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 전체 수록
목록은 아닙니다).

a) BC 인권 연합회(B.C. Human Rights Coalition)
www.bchrcoalition.org 전화번호: 604-689-8474 

b) BC 옴부즈만(BC Ombudsman)
www.ombudsman.bc.ca 전화번호: 1-800-567-3247 

c) 아동 청소년 대리인회(Child and Youth Representative)
www.rcybc.ca/ 전화번호: 1-800-476-3933 

d) BC 정보 사생활 보호 감독관실(BC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www.oipc.bc.ca 전화번호: 250-387-5629 

e) 법률 구조(Legal Aid)
www.lss.bc.ca 전화번호: 604-601-6000 

f) 거래 개선 협회(Better Business Bureau)
www.mainlandbc.bbb.org 전화번호: 604-68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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