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군사 지위는 귀하에게
특별 권리 및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 귀하의 군
복무에 대해 판사에게 알리면 법원이 귀하에게
특별한 혜택과 보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이점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판결 및 회복 구제 고려
경범죄 사건의 전환 처우
가족법 사건의 추가 시간
귀하의 병역에 대해 법원에 알리기 위해 선택적
군사 상태 양식(MIL-100)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변호사, 가족,
친구 또는 지지자는 이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 현직 군인입니까?

예비군 또는 방위군입니까?

전투 근무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State Bar of California
소개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복무한
사람들

1927년 캘리포니아주 입법부에 의해 창설된 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행정부입니다. 협회의
사명은 법적 직업에 대한 신중한 감독을 통해
캘리포니아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State Bar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재향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70만 명이 넘는 재향
군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또한 가장 많은 수의 현역 군인인 180,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25만 명의 변호사 면허 발급
• 법의 전문성과 실무를 규제

• 변호사를 위한 전문적인 행동 규칙 및 주 변호사
법 시행

•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변호사 징계

•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관리
• 정의에 대한 접근성 향상

•법률 시스템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State Bar는 의뢰인을 대표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문의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십시오.

State Bar 소식을 받아보세요.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했습니까?
귀하는 사건 중 언제라도 완전한 MIL-100 양식을
서기, 판사 또는 변호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MIL-100 양식에
액세스하려면 브라우저에서 "California Courts
MIL-100"을 검색하십시오.

www.calbar.ca.gov
866-44-CA-LAW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복무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복무했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팸플릿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또는 노숙자, 소비자 사기, 유언장 및 보호
관찰, 고용 또는 기타 법적 문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향 군인 치료
법원 및 특별 권리에 대한 정보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복무 중인 군인 또는 재향 군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도 포함됩니다.
State Bar는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 없지만, 귀하를 지역 사회의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
팸플릿에 나열된 조직을 통해 저비용 또는
무료(프로 보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State Bar에
866-44-CA-LAW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팸플릿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이 팸플릿의 정보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Spanish Español ∞ Vietnamese Tiếng Việt
Korean 한국어 ∞ Chinese 中文
∞ Russian Русский ∞ Tagalog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복무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지원
현역 군인들을 위한 서비스
귀하가 현역 군인이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군대
법률 지원 사무소를 찾아가십시오. 이 사무소는 귀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군대 법무 지원
온라인 로케이터(legalassistance.law.af.mi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임대 계약, 보증금, 퇴거, 할부 계약, 신용
카드 이자 요율, 모기지, 민사 사법 절차, 소득세 납부
등을 포함하여 재무 관리 분야에서 현역 군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연방 법인 군인 민사 구제법을 통해 이용 가능한
혜택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군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법무 지원 명령(www.ca-jag.us)에
문의하십시오.

재향 군인을 위한 서비스
홈리스 문제

재향 군인의 사법부 아웃리치 프로그램
www.va.gov/homeless/vjo.asp

미국 재향 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일부인 이 프로그램은 지방 법원 및 교도소에서 사법 관련
재향 군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평가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하며 지역 사법 시스템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지역 사회의
법률 지원 기관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및 금융 문제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의 군 소비자 보호과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military

법무 장관실의 일부인 이 부서는 재향 군인, 군대 구성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혹 행위를 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사기 경고를 포함한 군사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불만을 제출하여 비즈니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군인 사무국
www.consumerfinance.gov(OSA 검색) 방문 또는
855-411-2372번으로 연락

군인 사무국(Office of Service member Affairs)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불만을 모니터링하며,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인 가족과 재향 군인이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군 소비자
www.militaryconsumer.gov

미연방 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포함한 수많은
조직의 공동 이니셔티브는 재무 및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재향 및 현역 군인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법적 문제/기타 리소스
State Bar of California
www.calbar.ca.gov 방문 또는 866-44-CA-LAW번으로
연락

State Bar 웹 사이트에서 "resources veterans(자원 재향
군인)"또는 "resources active military”(자원 현역
군인)"을 검색하여 군 복무원, 퇴역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찾으십시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추천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www.calbar.ca.gov/Lawyer-Referral을 방문하거나
800-843-905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외 지역:
415-538-2250)
카운티 재향 군인 캘리포니아 협회
www.cacvso.org 방문 또는 844-SERV-VET번으로 연락

카운티 재향 군인 서비스 담당자는 캘리포니아주 재향
군인의 옹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재향
군인, 부양가족 및 생존자를 위한 카운티별 서비스 및 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향 군인 보훈부
www.calvet.ca.gov 방문 또는 800-952-5626번이
나 (TDD) 800-324-5966번으로 연락

캘리포니아 재향 군인 보훈부(Californi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캘리포니아 재향 군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정부 및 연방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혜택, 건강 관리, 주택, 교육, 고용
등을 지원합니다.

eBenefits
www.ebenefits.va.gov 방문 또는 800-827-1000번으로 연락
미국 재향 군인 보훈처와 제휴한 eBenefits는 재향 군인
혜택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Swords to Plowshares
www.swords-to-plowshares.org 방문 또는
415-252-4788번으로 연락

Slows to Plowshares는 연금, 정신 건강 검진, 군사 기록,
혜택 등과 관련된 문제를 재향 군인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자가 진단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Veterans Legal Institute
www.vetslegal.com 방문 또는 714-852-3492번으로 연락

재향 군인 법률 연구소는 노숙자, 위험한 환경에 있는 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현역, 재향 군인들에게 주택, 건강 관리,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자급자족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향 군인 처리 법원

재향 군인 처리 법원은 캘리포니아 30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치료 및 지원을 통해 재향 군인에 대한 형사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 법원을 통해 재향 군인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는 사법
담당관, 기타 재향 군인, 처리 제공자, 멘토 및 지원팀과
자주 만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원 웹
사이트(www.courts.ca.gov)를 방문하여 “veterans
courts(재향 군인 법)”을 검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