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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변호사회에 

대하여

1927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창설한 주변호사회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임무는 변호사의 직업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주변호사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5만 건의 변호사 면허 발급
직업 및 법률 관련 업무에 대한 규제
변호사 직업활동규칙 시행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변호사 징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관리
재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법률 제도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주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표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주변호사는 귀하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법률 
지원 제공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호사를 따르십시오:

THE CLIENT 
SECURITY FUND 

Client Security Fund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주변호사회
Client Security Fund

845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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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albar.ca.gov/Client-Security-Fund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당 
공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주변호사회

접수처
845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17-2515
800-843-9053

www.calbar.ca.gov/FileComplaint

영어 외 언어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주변호사회 다국어 불만 핫라인
800-843-9053

THE CLIENT 
SECURITY FUND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로 
돈이나 재산을 

잃었나요?

이 팜플렛의 정보는 2019년 9월부터 유효합니다.

http://www.calbar.ca.gov/FileComplaint
http://www.calbar.ca.gov/Client-Security-Fund
mailto:clientsecurityfund@calbar.ca.gov
https://twitter.com/StateBarCA
https://www.facebook.com/StateBarofCA/
http://www.Instagram.com/StateBarofCA/
https://www.linkedin.com/company/state-bar-of-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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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ENT CLIENT SECURITY FUND의 지원 방식
SECURITY FUND Client Security Fund는 변호사의 부정 행위로 인해 돈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이를 변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Client Security Fund는 변호사의 부정 행위로 인해 
금전 또는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 이를 변상합니다. 
주변호사회는 기금을 관리하며, 이는 전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들이 지원합니다.

T본 기금은 변호사의 부정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회복을 지원했고,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변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Client Security 
Fund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가 귀하로부터 
금전이나 재산, 합의금 또는 귀하에게서 빌린 기타 자금을 
수령한 후 부정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변호사는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주변호사직을 사임했거나, 사망한 
경우라야 합니다. 각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이들 
규칙 및 기타 기금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변상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 시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는 
필요 없으며, 신청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귀하의 손실이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기금은 귀하가 입은 
손해액을 최대 100,000달러까지 변상합니다.

이 팜플렛은 다음에서도 제공됩니다:
Spanish Español ˜ Vietnamese Tiếng Việt

Korean 한국어 ˜ Chinese 中文
˜ Russian Русский ˜ Tagalog

모국어로 된 법률 서비스 정보를 
찾으시나요? 866-44-CA-LAW로 

주변호사회에 전화하십시오.
Call the State Bar at 866-44-CA-LAW.

어떤 손실이 적격인가요?

변상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예:

개인 상해 합의금 또는 변호사에게 위탁한 기타 
자금을 도난당했을 때 
변호사가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도 수령한 수임료를 
환불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상환 의사 또는 능력 없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어떤 손실이 부적격인가요?

변호사가 기금 규칙에서 정한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기금은 손실을 변상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이자, 비용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 또는 해당 
변호사의 과실, 부주의 또는 무능력으로 인한 손해 등 
결과적으로 해당 변호사로 인해 야기된 손실을 변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변호사의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척, 변호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고용주 
또는 직원에게는 변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변상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Client Security Fund가 기금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주변호사 이사회가 지명한 5명의 자원봉사자 (변호사 3, 
변호사가 아닌 사람 2)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아래 링크 참조). 
주변호사회 Client Security Fund에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시면 양식을 우송해 드립니다. 이 팜플렛 뒷면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그 밖에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귀하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받은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 은행 기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모두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변호사회를 통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양식은 
주변호사회 웹사이트 (www.calbar.ca.gov)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및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이 팜플렛의 뒷면에 있는 추가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albar.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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