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 행위를
무면허 법률 행위(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PL)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변호사가 법률
행위에 종사할 면허를 잃고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받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행위도 무면허 법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또는 이민자 등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는 신고자의 이민자 또는
시민권 지위를 묻거나 이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팜플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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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다국어 불만 신고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800-843-9053

상태 표시 줄을 따라
이 팜플렛의 정보는 2019 년 9 월부터 유효합니다

무면허 변호사
또는 공증 사기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만 신고 양식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는 무면허 법률
행위 불만 신고 양식을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다국어 불만 신고 핫라인
800-843-905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소: www.calbar.ca.gov).
불만을 접수할 만한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누군가와 이민에 관해
상담했는데, 해당 인물이 변호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민 상담원은
양식에 적을 답변을 번역하는 것 등의 법무와
관련 없는 도움만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을
제안하거나 어느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등의 다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주의 변호사 면허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주에서 제대로 된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민법 관련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변호사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도록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서 그
변호사의 면허를 정지한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지역이
어디인지, 변호사 협회 번호는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찾아보거나 800-843-90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공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공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민 상담가는
국무부에 등록 및 10만 달러짜리 채권을
접수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물론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진행 절차에 증빙 자료가 남도록
하십시오. 은행 계좌가 없으면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인물을 주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