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 검색
www.calbar.ca.gov/lrs

800-843-9053 
(캘리포니아 시외: 415-538-2250)

이의 제기: 변호사 위법 행위 또는 무허가 법률 행위
www.calbar.ca.gov/Filecomplaint 

800-843-9053 (캘리포니아 시외: 213-765-1200)

이의 제기: 변호사 추천 서비스
www.calbar.ca.gov/lrs-complaint

의뢰인 보안 기금
www.calbar.ca.gov/Client-Security-Fund

213-765-1140
이메일:clientsecurityfund@calbar.ca.gov 

1927년 캘리포니아주 입법부에 의해 창설된 State Bar는 

 State Bar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행정부입니다. 협회의 사명은 법적 직업에 
대한 신중한 감독을 통해 캘리포니아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State Bar는 의뢰인을 대표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주 변호사회는 의뢰인이 믿을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변호사 추천 서비스와 연결해 드립니다.

www.calbar.ca.gov 

866-44-CA-LAW

주 변호사회를 팔로우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소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연락처캘리포니아 내 25만 명의 변호사 면허 발급

법의 전문성과 실무 규제

변호사를 위한 전문 행동 규칙 시행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변호사 징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관리

정의에 대한 접근성 향상

법률 시스템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변호사 고용 이전에 
알아야 할 점

본 팸플릿의 정보는 2020년 2월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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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임무는 법률 직업에 
대한 주의 깊은 감독을 통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포함됩니다. 

주 변호사회(State Bar)는 의뢰인을 대변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으나, 변호사 고용 
이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를 포함해,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공인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에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다수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팸플릿은 법정대리 선택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는 변호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연락처 정보는 뒷면 참조). 임대료 관리 
위원회, 소액 청구 법원 또는 지역 사회 중재 프로그램과 같이 
조직에서 처리하거나 변호사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추천 서비스는 정부 기관 또는 
도움을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기타 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추천 서비스는 필요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변호사 고용 이전에 알아야 할 점

이 팸플릿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Spanish Español ∞ Vietnamese Tiếng Việt

Korean 한국어 ∞ Chinese 中文
∞ Russian Русский ∞ Tagalog

모국어로 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State Bar에 
866-44-CA-LAW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변호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 모든 서비스가 서면 계약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비용으로 청구비 
용이 1,000달러 미만의 서비스인 경우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성사 사례금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서면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문서 및 변호사와의 
서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현금으로 지불하지 마십시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모든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수증을 받으십시오.
사전에 일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지만, 주택담보 대출 
변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선불 
수수료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고용 이후

지역 변호사 추천 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종종 “법적 지원”이라 
불림). 법적 지원 기관은 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LawHelpCA을 방문하여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목록은 (https://lawhelpca.org)에서 참조하십시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찾기 (법적 지원)

믿고 있는 지인에게 변호사 추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하는 변호사를 경계하십시오.

변호사 찾는 방법

고용 예정인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회 웹 
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면허 상태, 변호사 개업 
자격 및 공공 징계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고용 예정 변호사에게 책임 또는 과실 보험을 지니고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고용 예정 변호사에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전화 나 이메일을 답할 것인지 문의하십시오. 의뢰인과 
변호사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시간당 수수료 또는 고정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청구 방법을 이용하는지와 같은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어떤 지불 일정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법률 서비스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만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변호사 고용 이전에 해야 할 일

예, 언제든지 변호사는 해고할 수 있으나 특정 상황의 경우 
판사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종료할 때, 관련 파일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파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에게 
받은 모든 돈과 의뢰인을 대신하여 받은 모든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한 처리를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의뢰인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 언제든지 관련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해고 할 수 있습니까?

https://lawhelpca.org
http://www.calbar.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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