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분은?

무료 전화선 번호
888-349-9695
영어 및 다른 언어

주된 서비스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이며, 일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서비스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800-520-2356
중국어

저희는 누구나 도와드리지만 영어
실력이 낮은 또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선이며 이민자와 저소득 가정을
우선합니다.

800-867-3126
크메르어

저희는 달리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은
무료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800-867-3640
한국어

형법, 상해 또는 교통위반 사건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800-914-9583
태국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선 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약 없이는 의뢰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800-267-7395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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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Upon the Legacy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제공되는 서비스

저희한테 전화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

정의 진흥협회 – 로스앤젤레스(LA)
는 도움을 드리기 전 우선 몇 질문을
통해 저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점검을합니다. 전화 받는 직원이
귀하의 법률 사안, 소득, 가족수,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할것입니다.
저희한테 제공하시는 모든 정보는
저의 사무실 밖의 제 3자와 공유 하지
않을것입니다.

소비자 사기
가정 폭력 (관련 가정법 및 이민법)
의료 서비스 신청
주택법
이민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 (DACA/
DAPA), 가족 관련 이민 (무료나 저비용)

저희는?
1983년에 설립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 로스앤젤레스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는 전 미주 최대 규모의
아시아계 주민,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계 주민들을 위한 법률 및 민간
인권 단체 입니다. 매년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소송, 변호, 교육 및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개인 및 단체를
돕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인권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관련 국가 안전보장 차별
인종차별, 언어차별 (고용 및 교육등과
관련한)

법률 사안에 따라 전화통화로 법률
정보 및 조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 지원 또는 대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사안들은 다른 법률단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임금 및 노동시간, 초과
근무, 식사 및 휴식 시간 관련)

저희가 하는 일은?
정의 진흥협회 – 로스앤젤레스(LA)
는 전화통화 또는 직접 만나서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률
지원 또는 법률 대행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관련 문제, 제2언어로서의
영어 (ESL) 수업, 리더십 개발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무료 교육과 강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기: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금 및 한정된 직원수로 인해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