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입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이는 
시민권 또는 이민 수속 상태와 
관계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의 면허 발급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률 전문가를 감독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귀하를 특정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 방문해야 할 곳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주 변호사 협회는 여러분을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다수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개인 
변호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변호사 추천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에 기재된 단체는 여러분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의 종합적인 최신 목록이 필요한 경우, 
www.calbar.ca.gov/ImmigrationLegalAid 
를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연락처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변호사를 찾을 때 
866-44-CA-LAW (866-442-2529) 
캘리포니아 주 외부: 415-538-2250 

불만사항: 변호사 위법 행위 또는 무허가 영업 행위 
800-843-9053 
캘리포니아 주 외부: 213-765-1200 

의뢰인 보호 기금 
변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돈 또는 재산을 잃은 
의뢰인에게 배상함 
제한사항이 적용됨. 
213-765-1140 
이메일: clientsecurityfund@calbar.ca.gov 

사무실: 

주 사무실: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The State Bar of California 
180 Howard Street 845 South Figuero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Los Angeles, CA 90017 
415-538-2000 213-765-1000 

www.calbar.ca.gov 

주 변호사 협회 팔로잉하기: 

모국어로 된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866-44-CA-LAW번으로 
주 변호사 협회에 전화하십시오.Call the 
State Bar at 866-44-CA-LAW. 

본 소책자는 다음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본 소책자의 정보는 2019년 9월부로 유효합니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www.calbar.ca.gov/Public/Free-Legal-Information/Immigration-Resources/Immigration-Legal-Services-Providers
http://www.calbar.ca.gov
mailto:clientsecurityfund@calbar.ca.gov
https://twitter.com/StateBarCA
https://www.facebook.com/StateBarofCA
https://www.instagram.com/statebarca/
https://www.linkedin.com/company/state-bar-of-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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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이민 컨설턴트에 관해 

빠른 대응 네트워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인권 및 서비스 단체, 변호사 및 지역사회 지도자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민 사법을 위한 캘리포니아 연합(California  
Collaborative for Immigration Justice)의 빠른 응답  
네트워크에 대한 주 전체 목록 
https://www.ccijustice.org/find-your-local-rr-hotline 

로스앤젤레스 단속 및 빠른 대응 네트워크(Los Angeles 
Raids and Rapid Response Network) 
888-624-4752 

샌프란시스코 이민자 법률 및 교육 네트워크—빠른 대응 
네트워크 
www.sfilen.org 
415-200-1548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알기 

캘리포니아 검찰청 
(Californi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www.oag.ca.gov/immigrant 
캘리포니아 검찰청 이민 지원국(Office of Immigration 
Assistance)은 다수의 언어로 귀하의 법적 권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800-952-5225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무료) 

캘리포니아 이민자 지침 
(California Immigrant Guide)  
www.immigrantguide.ca.gov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온라인 지침은 법적 권리 
및 시민권에 대한 섹션을 포함합니다. 

국가 이민법 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www.nilc.org 
국가 이민법 및 이민자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는 비영리 기관 
213-639-3900 

저비용/무료 법률 지원 찾기 

법률 자원 연락처 목록 
www.calbar.ca.gov/ImmigrationLegalAid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자문 
제공자의 주 변호사 협회 목록은 이민 법정별로 구성되며,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LawHelpCA 
www.lawhelpca.org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관한 정보의 무료 
공급처.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하는 
단체에 관한 최신 명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지방 법률 지원 
(California Rural Legal Assistance) 
www.crla.org 
농촌 지역에서 이민자 포함 저소득 주민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이민 변호 법률 서비스 명단 
(Immigration Advocates Legal Services Directory) 
www.immigrationadvocates.org/legaldirectory 
무료 또는 저비용 이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가 검색 가능 
명단. 

이민 변호사 찾기 

변호사 추천 서비스 (Lawyer Referral Services) 
www.calbar.ca.gov/lrs 
지역 사회에서 면허가있는 변호사를 추천 할 수있는 지역 
기관. 주 변호사는 귀하를 해당 지역의 공인 변호사 추천 
서비스로 안내 할 수 있습니다. 866-442-2529 또는 
415-538-2250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이메일 : 
LRS@calbar.ca.gov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www.ailalawyer.com 
15,000 명 이상의 이민 변호사들이 이민 변호사를위한 
미국 유일의 협회 인 AILA의 회원입니다. 모든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이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민법을 
시행 할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해외 영사관에서 
귀하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신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컨설턴트가 
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귀하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문서를 번역하고, 
양식을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귀하가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 컨설턴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도록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국무부(Calif ornia 
Secretary of State)가 제공하는 본 검색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pecialfilings.sos.gov/icbs 

기타 법률 문제에 관해 
유언, 이혼 또는 형사 사건과 같은 이민 이외의 법률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의뢰를 위해 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하거나 
LawHelpCA에 연락하십시오: www.lawhelpca.org. 

불만사항 제기 시기 및 장소 
귀하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법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하거나 사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주 
변호사 협회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귀하에게 
법률 서비스를 약속하거나 제공하지만, 면허 있는 변호사가 아닌 
경우 귀하는 또한 주 변호사 협회에 이를 통지하고 불만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함으로써 누군가가 면허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제기는 귀하의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귀하가 불법 행위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경우 귀하는 배상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불만사항 양식은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에서는 신고자의 이민 
수속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제기 후 진행 과정 
불만사항을 제기한 후 귀하는 주 변호사 협회가 이를 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귀하의 불만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것입니다. 

불만사항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 
www.calbar.ca.gov/AfterComplaint

 

https://specialfilings.sos.ca.gov/icbs
http://www.lawhelpca.org
http://www.ailalawyer.com
mailto:LRS@calbar.ca.gov
http://www.calbar.ca.gov/lrs
http://www.immigrationadvocates.org/legaldirectory
http://www.crla.org
http://www.lawhelpca.org
http://www.calbar.ca.gov/ImmigrationLegalAid
http://www.nilc.org
http://www.immigrantguide.ca.gov
http://www.oag.ca.gov/immigrant
http://www.sfilen.org
https://ccij.sfbar.org/california-rapid-response-networks
http://www.calbar.ca.gov/After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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