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소개
1927년 캘리포니아주 입법부에 의해 창설된 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행정부입니다.
법조인들에 대한 신중한 감독을 통해 캘리포니아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협회의 사명입니다. State
Bar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25만 명의 변호사 면허 발급
법의 전문성과 실무를 규제

변호사를 위한 직업 행동 규칙 및 State Bar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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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State Bar에서
귀하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법률 지원 제공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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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후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
www.calbar.ca.gov
866-44-CA-LAW

변호사 추천 서비스
www.calbar.ca.gov/lrs
866-44-CA-LAW(866-772-2529), 캘리포니아 시외: 415-538-2250
이메일: LRS@calbar.ca.gov
이의 제기: 변호사 위법 행위 또는 무허가 법률 행위
www.calbar.ca.gov/Complaints-Claims
800-843-9053, 캘리포니아 시외: 213-765-1200

캘리포니아 재난 법률 서비스
www.disasterlegalservicesca.org
신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률 지원 제공 업체의 재난 생존자
무료 법률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LawHelpCA
www.lawhelpca.org
비영리 단체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하는 단체의 최신 명단을 제공합니다.
국가 재난 법률 지원 리소스 센터
www.disasterlegalaid.org
모든 유형의 재난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 프로 보노 및
형사 변호인을 위한 중앙 집중식 국가 정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재난 후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연방 재난 관리청(FEMA)
www.fema.gov
재난 구호를 위해
www.disasterassistance.gov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800-621-3362
캘리포니아 주지사 응급 서비스
사무소
www.caloes.ca.gov
재난 대비 및 복구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사무처
https://www/sos.ca.gov/busi
ness-programs/business-entit
ies/disaster-recovery/
사업자를 위한 재난 복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www.dmv.ca.gov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800-777-0133

이 팸플릿의 정보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재난 후 법률 지원

재난 후 법률 지원
State Bar는 변호사의 면허 발급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조인을 감독하는 관리 기관입니다.

State Bar는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 피해자는
보험 청구, 비상 거주지, 연방 지원 신청, 건축업자와의
협상, 유언장 및 기타 법률 문서 재발급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State Bar가 도와드리겠습니다.

State Bar는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수는 없지만, 재난 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State Bar가 귀하의 지역에 있는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와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을 지원해주는
등 재난을 겪은 시민을 돕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기관에서 다중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에 실린 기관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State Bar에 866-44-CA-LAW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이 팸플릿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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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후 법률 지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산불 또는 홍수와 같은 재난의 생존자인 경우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법적 지원이 가능한가요?

State Bar는 귀하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난 실업 지원(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DUA)과 같은 재난 관련 정부 혜택 확보.
생명, 의료 또는 재산 보험에 대한 청구 제기.
바가지 요금을 포함한 집주인 세입자 간의 협상.
건설 업체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
담보 대출 및 압류 문제.
근로자 안전 및 임금 착취 문제.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State Bar는 귀하를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 법률 지원 기관 및
기타 리소스에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무료 및
저비용 서비스 및 다중 언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서를 재발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Where do I go to replace documents?

재난으로 잃어버린 문서를 재발급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부터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서류의 경우, State Bar*에서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부의 경우, 지역 지원 센터(Local Assistance Centers,
LACs)가 설치되어 재난 생존자가 한 곳에서 중요한 문서를
재발급을 위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의 경우 지역 지원 센터는 연방 재난 관리청의 일부로 재난
복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 DRC)로 전환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ate Bar 및 미국 변호사 협회를
통해 법률 지원 단체와 협력하는 법률 지원은 종종 지역 지원
센터 및 재난 복구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지원(FEMA)을 받을 수 있나요?

재난을 겪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연방 재난 관리청(FEMA)*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EMA 수당 신청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나 지역 법률 지원 기관에서 수당과
이의 제기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사회 사무처*는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업체의 복구 노력을 간소화하는 팀을 설립했습니다. 비즈니스
변호사에게 사업 운영 및 복구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피할 수 있나요?

재난을 겪은 후 다시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난 또는 사고 현장, 병원 내부 또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의뢰인 영업.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영업.
광고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영업 우편물 발신.
변호 활동으로 인한 특정 결과 약속.

사기를 피하는 방법 및 사기 또는 기타
변호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State
State
Bar로 문의하십시오.

*위 기관들의 연락처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