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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d WA (서호주 법률 구조) 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웹사이트를 통한  무료 정보, 자원 및 간행물 지원 

•  정보 지원 전화 서비스 – 1300 650 579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법률 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약 

o 형사상 책임 

o 가정 불화, 아동 지원, 케어 및 보호 신청 

o 접근 금지 명령 

o 소비자 문제, 부채, 고용 문제, 가디언쉽, 행정 문제, 보험청구, 모기지 부담, 자동차 

또는부동산 손해 배상, 사회 복지, 범죄 희생자에 대한 보상 

• 치안 법원, 어린이 법원 및 가정 법원에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당직 변호사 서비스 저희 

당직 변호사님들은 재판에서 귀하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법률 보조금이 승인된 경우, 변호사의 지속적인 대변 

• 지역사회 단체와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육 자원 

통역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영어를 말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귀하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를 선호하시면, 저희는 통역사를 준비하여 귀하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정보 지원 전화 라인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통역사를 예약할 것이며 귀하께서 통역사를 통해 저희와 귀하의 법률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예약된 시간에 통역사를 사용하기 원하시면, 예약할 때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법원에 갈 예정인 경우, 법원에 연락하여 통역사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법원에 출석했는데 

통역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당직 변호사 서비스에 문의하여 귀하의 문제를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음 번에는 통역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Legal Aid WA (서호주 법률 구조) 에서는 귀하께서 본인의 법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귀하의 법률 문제, 개인적 상황 및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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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정보 지원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서호주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번호1300 

650 579 

저희 본부 사무실은 32, St Georges Terrace, Perth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주요 지역 도시에 

지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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