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법률 도움센터

WWW.LAFLA.ORG

소득 또는 이민신분 상관 없이 자신을 대표하는
개인 지원
법률 정보 제공, 법원 서류 작성 및 다양한 민사 법률
문제에 대한 안내
필요에 따라 개인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추천 또는 제공

주소와 운영 시간

예약이 없는 방문:
월요일-목요일, 오전 8시30분-정오 & 오후 1시30분-4시
금요일, 오전 8시 30분-정오
잉글우드 센터는: 오전 9시 부터영 운영

잉글우드 법원
1 E. Regent St. #107
Inglewood, CA 90301

산타모니카 법원

1725 Main St. #210
Santa Monica, CA 90401

롱비치 법원

토랜스 법원
275 Magnolia Ave. #3101 825 Maple Ave. #160
Long Beach, CA 90802 Torrance, CA 90503

가정폭력 상담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양육권, 결혼 해산과
방문권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 제공

WWW.LAFLA.ORG

주소와 운영 시간
다운타운 로스엔젤레스 법원
111 N. Hill St., Room 245, Los Angeles, CA 9001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11시30분 &
오후 1시30분-3시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쉽니다.
예약은 받지 않으며 방문만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그리고 아동납치와 아동은폐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룹니다.

롱비치 법원
275 Magnolia Ave. #1004, Long Beach, CA 9080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
오후 1시30분–3시30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쉽니다.
예약은 받지 않으며 방문만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그리고 아동납치와 아동은폐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룹니다.

산타모니카 법원
1725 Main St. # 121, Santa Monica, CA 9040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30분–11시30 분.
접근금지 신청 도움을 찾으러 방문하신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커뮤니티 오피스 장소
Ron Olson Justice Center
1550 W. 8th St.
Los Angeles, CA 90017

Santa Monica
1640 5th St. #124
Santa Monica, CA 90401

East Los Angeles
5228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South Los Angeles
7000 S. Broadway
Los Angeles, CA 90003

Long Beach

한국어 상담

Long Beach, CA 90802

Tel: 323-801-7987

로스 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은 (LAFLA)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비영리 로펌입니다—모든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

법적 지원 신청

가정 폭력 / 가정법

1. 온라인으로 신청:

가정 폭력 또한 성폭행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양육권,
결혼 해산과 방문권 요청 지원과 대변 제공

L

www.lafla.org

가정력 폭력, 고문, 인신매매 및
심각한 폭행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이민신분 문제
지원과 대변

800-399-4529
오전 9 시-오후 12시
윌요일 - 금요일

미국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지원과 대변

323-801-7987

TIENG VIET 323-801-7923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식량, 주거지, 의료) 부족한
사람들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
또한 유지 지원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음식, 쉼터,
의료 및 서비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323-801-7913

562-304-2535

퇴거 방치
불법 퇴거 경험하는 세입자 변호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 거주자와 섹션 8
(Section 8) 보유자 보호
주거하기에 부적합 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
대신 수리 및 임대료 인하 지원
임대료 통제 보존 및 임대료 통제법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위반 방지

주택 & 노숙
불공정 또한 강제적 퇴거 방지, 저렴한 주거
공간 보존 및 확대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 및 가족의 권리 방어
LA 카운티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는
곧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

재향군인 노숙 예방

의료-법률 파트너십
의료환자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LAFLA와 관계가 있는
의료인을 통해서만 가능)

정부 지원

323-801-7912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재향군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과거의
범죄기록 말소 또한 위반 딱지 기각 지원
명예롭지 못한 부당한 제대를 바꿀 수 있게 옹호

(참고: 가정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인신매매, 고문 및
다른 중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LAFLA의 도움을 받아
이민신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어로 도움을 받으세요!
Español 800-399-4529

재향군인을 대신하여 소득,
건강과 주거 혜택 획득 옹호

이민법

2. 전화로 신청

3. 법률 클리닉 방문
4. 법률 클리닉 방문

재향군인 사법 센터

고문 생존자 프로젝트

고문 비해자인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대변
및 커뮤니티 교육 제공

고용
임금 착취 보호, 실업수당 거부 지원
부당 해고 및 차별적 고용 대한 조언

기록말소
더 나은 일터와 주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과거의
범죄기록 말소 지원

학비 대출 문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 학비
대출상환 불가능 지원 또는 학비
대출 사기 당한 학생들 지원

아시아 & 태평양도서 단체 사회봉사
모든 법률 서비스를 선호하는 언어로 접근 가능
또한 다문화적인, 트라우마의 영향을 이해한
도움 제공

비영리 지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기찬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 위한 법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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