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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IS 

YOUR UTILITY 
LAWYER 

OPC 는 
여러분의 틸리티 

변호사입니다 
As your utility lawyer, the Office of 
the People’s Counsel advocates for 
District consumers of electric, 
natural gas and landline telephone 
services. 

여러분의 틸리티 변호사로서, 시민 

자문 사무소(Office of the People’s 
Counsel)는 전기, 천연가스, 선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별구 

소비자의 권 을 옹호합니다. 

OPC Can Help You With: OPC 는 다음과 같은 움을 드립니다. 

 Disconnections 

 Service Complaints 

 Third Party Suppliers 

 Utility Bill Disputes 

 Payment Arrangements 

 Energy Efficiency 

 Consumer Education 

 Solar Energy Resources 

 공  중단 

 서비스 불만 

 제삼자 공 자 

 틸리티 요  분쟁 

 분할 납부 

 에너지 효율 

 소비자 교  

 태양 에너지원 

People’s Counsel 
Sandra Mattavous-Frye 

주민 시민 자문 

Sandra Mattavous-Frye 
  

OPC Works For 
You! 

OPC는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Office of the People's Counselor the 
District of Columbia 

컬럼비아 특별구 시민 자문 사무소 

Contact OPC, an independent 
agency of the DC government, if 
you need help with a utility issue, 
would like a speaker for your 

틸리티 문제가 있거나, 웃, 

교회, 근로, 시민 단체에 대변인  

필요하거나, OPC 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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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 church, labor or 
civic association, or want to learn 
more about our services. 
OPC has helped thousands of DC 
residents with utility concerns. 
Contact OPC Today!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DC 정부의 립 기관인 

OP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C 는  많은 DC 주민의 틸리티 

요  관련 우려 사항을 

지원했습니다. 지  OPC 에 

연락하세요!  
  

Advocacy |  Education |  
Protection 

권  옹호 | 교  | 보호 

1133 15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3071 

1133 15th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3071 

P: (202) 727-3071 | F: (202) 727-1014 | TTY/TDD: (202) 
727-2876 
E: info@opc-dc.gov 

전화: (202) 727-3071 | 팩스: (202) 727-1014 | TTY/TDD: 

(202) 727-2876 

메일: info@opc-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