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지원

무료 법률 정보

일상의  
법률 문제 지원

경험 있는  
변호사가 경청

법정 지원

Legal Aid NSW – How we can help you Korean



어떤 법률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2

매일의 법률 문제들  

• 상품, 서비스 및 계약과 관련된 귀하의 권리

• 벌금, 청구서 및 부채 문제

• 센터링크분쟁

• 차별과 학대

• 직장에서의 권리

• 퇴거, 수리, 임대 또는 모기지 문제

• 이민문제

• 노인 학대 및 노약자 인권

• 자연재해 이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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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시 해야 하는 일

• 탁아 및 아동 보호

• 아동지원

• 별거와 이혼

• 양육명령 및 조부모의 권리

• 가정폭력

• 가족 분쟁 해결 컨퍼런스 및 중재

• 자녀들간의 의견 불일치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야할 일

• 법정에서 도움 받기

• 18세 미만인데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 보석신청

•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회부(수감)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재판심리.

• 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있을 때의 항변 심리

• 법정에서의 선고 및 항소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legalaid.nsw.gov.au 를 방문하세요. 

http://www.legalaid.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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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법률 정보와 조언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1300 888 529 로 LawAccess 
NSW에 전화를 걸어 귀하의 법적 문제를 
상담하세요.

지속적인 지원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부여 (grant of legal aid)’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부여란 Legal Aid NSW 소속 변호사 또는 
저희가 지불하는 개인 변호사가 소송에서 귀하를 
대변함을 의미합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에 대해 
귀하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지원 
부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률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 
조언을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법적 
문제의 성격 규정과 지원 부여에 대한 귀하의 적격성 
여부에 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의 법적 지원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법적 문제의 도움을 받을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다음으로 결정됩니다.

• 법률지원의 대상

• 소득 및 재산 파악(변제자력조사)

• 승소 가능성을 포함하여 법률지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다른 요인들(승소가능성 심사) .

법률지원은 무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발생한 법률 비용만큼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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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또한 일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법률서비스 및 청소년 긴급전화.

저희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아동을 위해 조언하고 
대변합니다. (02) 8688 380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이 18세 미만이고 긴급 조언을 필요로 한다면, 
청소년 직통전화 1800 101 810 으로 전화하세요. 
직통전화는 월-목 오전 9시-자정, 금-일과 공휴일,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 지원 서비스

별거 후 아동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는 
물론, 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부모와 양육자들에게도 무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02) 9633 9916 또는 1800 451 784 
(시드니 시외)

원주민사회를 위한 민법 서비스

재무문제, 차별, 경찰과의 문제, 주택 및 센터링크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02) 9219 5057 또는 무료전화 1800 793 017 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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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법률 서비스

산불, 폭풍우 또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겪는 일상의 법률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800 801 529 로 전화하세요.

가정 폭력 대응팀

저희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정  
및 가족 폭력 대응 서비스 전문팀이 있습니다.  
(02) 9219 6300 으로 전화하세요.

정신건강변호서비스

정신 건강 및 후견인 법에 관한 무료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1300 888 529 로 전화하세요.

교도소수감자 법률 서비스

재소자들은 일반자동번호리스트 (CADL) 에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1# (법률지원 NSW) 을 
누르고 교도소수감자법률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재소자의 가족 및 친지들은 (02) 9219 5000 로 
전화하여 교도소수감자법률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 서비스 

새롭게 도착한 난민과 커뮤니티의 법률 문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2) 8713 6725 로 
전화하세요.

참전용사 변호 서비스

저희는 참전용사, 국방부 소속 및 이들의  
부양가족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2) 9219 5148 로 전화하세요.

작업과 개발 명령 서비스

저희는 벌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승인된 작업으로 벌금을 대신하려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300 888 529 로 
전화하세요.

저희 웹사이트 www.legalaid.nsw.gov.au 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전문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galaid.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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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당직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만약 범죄사건에 관련하여 지방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면 당직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당직변호사는 대부분의 NSW 지방 법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출두가 처음이고 국선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한다면 오전 9 시까지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첫날부터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소송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날로 연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워크샵과 온라인 회의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일반대중 즉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워크샵과 설명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종사자와 일반인들에게 법률 문제에 
대한 웨비나를 운영합니다. www.legalaid.nsw.gov.
au/what-we-do/workshops 를 방문하셔서 날짜, 
시간 및 등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무료 출판물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무료 간행물, 팟캐스트, 비디오, 인터랙티브 
가이드 경로 및 기타 자료로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간행물과 기타 자료:  
www.legalaid.nsw.gov.au/publications 

비디오:  
www.youtube.com/LegalAidNSW 

팟캐스트:  
www.legalaidnswcle.podbean.com

가이드 경로: 
legalhelp.lawaccess.nsw.gov.au

뉴스레터 구독:  
www.legalaid.nsw.gov.au/newsletter-subscribe

http://www.legalaid.nsw.gov.au/what-we-do/workshops
http://www.legalaid.nsw.gov.au/what-we-do/workshops
http://www.youtube.com/LegalAidNSW
http://www.legalaidnswcle.podbean.com
https://legalhelp.lawaccess.nsw.gov.au
http://www.legalaid.nsw.gov.au/newsletter-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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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Legal Aid NSW 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해, 세금 또는 사업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문 또는 법정 변론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체포된 사람과 전화 
상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 
긴급전화 1800 101 810 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시작 방법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전화 LawAccess NSW 에 전화하시는 
것입니다. 무료 정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법률문제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서비스를 추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LawAccess NSW 1300 888 529 에 전화하세요. 
또한 해당 웹사이트인 www.lawaccess.nsw.gov.au 
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주민을 위한 서비스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 섬주민인 경우 모든  
NSW 법률지원상담소 또는 원주민 법률서비스 
(ALS) 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LS on 
1800 765 767 로 전화하세요. 

애보리지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 중 여성과 
아동은 또한 Wirringa Baiya Aboriginal Women’s 
Legal Centre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 686 587 로 전화하시거나 First Nations 
Women’s Legal Contact Line (1800 639 784) 
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서비스

예약을 위해 자신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131 450 으로 전화하세요. 상담 
날짜에 통역사가 필요하실 경우, 예약시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무료 통역사를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http://www.lawaccess.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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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지원 
변호사에게 요청하세요.

커뮤니티 법률센터 (CLC)

CLC 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모든 종류의 법률 
문제에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00 888 529 로 전화 주시거나  
www.clcnsw.org.au 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지역 근처에 있는 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변호사

NSW 법률 협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개인변호사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활동을 하는 개인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협회의 사무변호사 소개 
서비스 02) 9926 0300.

http://www.clcnsw.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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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여성폭력 소송 변호 서비스 (WDVCAS)

가정 내 여성폭력 소송변호서비스 (WDVCAS) 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어린이가 소송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800 938 227 에 전화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사법 센터

커뮤니티 사법 센터는 친구, 가족 또는 이웃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센터를 찾으시려면 
1800 990 777 로 전화하시거나  
www.cjc.justice.nsw.gov.au 를 방문하세요. 

공공도서관

NSW 전역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법률 질의응답 
사이트 www.legalanswers.sl.nsw.gov.au 에서 
법률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웹사이트

어린이를 위한 (The Best for Kids) 웹사이트는 
폭넓은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bestforkids.org.au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저희 사무소는 NSW 전역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방문 장소가 대도시 지역과 
NSW 지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는 저희 
웹사이트 www.legalaid.nsw.gov.au/contact-us 
에서 가장 가까운 Legal Aid NSW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jc.justice.nsw.gov.au
http://www.legalanswers.sl.nsw.gov.au
http://www.bestforkids.org.au
http://www.legalaid.nsw.gov.au/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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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법률상담소 목록 

시드니 상업 중심 지역 

323 Castlereagh St
Haymarket 2000
전화: (02) 9219 5000
TTY: (02) 9219 5126

대도시 사무소

Bankstown 
Level 7, Civic Tower, 
Cnr Rickard Rd & 
Jacobs Sts 
Bankstown 2200
전화: (02) 9707 4555

Blacktown 
Kildare Court, Level 2, 
13 – 17 Kildare Road
Blacktown 2148
전화: (02) 9621 4800

Burwood 
Level 4, 74 – 76 
Burwood Road 
Burwood 2134
전화: (02) 9747 6155
TTY: (02) 9747 0214

Campbelltown 
Suite 1, Level 4,  
171 – 179 Queen St
Campbelltown 2560
전화: (02) 4628 2922

Fairfield 
Suite 1, Level 2,  
25 Smart St
Fairfield 2165
전화: (02) 9727 3777

Liverpool 
Level 4, Interdell 
Centre,  
45 – 47 Scott St
Liverpool 2170
전화: (02) 9601 1200

Parramatta 
(형법)
Parramatta Justice 
Precinct, Level 1,  
160 Marsden St 
Parramatta 2150
전화: (02) 9066 6000
TTY: (02) 9687 7538

Parramatta 
(가족법 및 민법)
Level 4,  
128 Marsden St, 
Parramatta 2150
전화: (02) 9891 1600

Penrith 
NSW Government 
Offices
Level 4, 2-6 Station St 
Penrith 2750 
전화: (02) 4732 3077

Sutherland 
Ground Floor, 
Endeavour House,  
3 – 5 Stapleton Avenue
Sutherland 2232
전화: (02) 9521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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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무소

Bourke Legal Aid  
위성 사무실 
41B Mitchell St 
Bourke 2840 
전화: (02) 6808 2155

Broken Hill Legal Aid 
위성 사무실 
194 Argent St 
Broken Hill 2880 
전화: (08) 8004 9600 

Coffs Harbour 
41 Little St
Coffs Harbour 2450
전화: (02) 6651 7899

Dubbo 
64 Talbragar St
Dubbo 2830
전화: (02) 6885 4233

Gosford 
92 – 100 Donnison St
Gosford 2250
전화: (02) 4324 5611

Lismore 
Level 5, Westlawn 
Building,  
29 Molesworth St 
Lismore 2480 
전화: (02) 6621 2082

Newcastle  
(가족법 및 민법)
Level 2, 51 – 55 Bolton St
Newcastle 2300
전화: (02) 4929 5482

Newcastle  
(형법)
Level 3, 400 Hunter St
Newcastle 2300
전화: (02) 4929 5482

Nowra 
Level 2, 59 Berry St
Nowra 2541
전화: (02) 4422 4351

Orange 
Suite 4, 95 Byng St
Orange 2800
전화: (02) 6362 8022

Port Macquarie 
107 William St 
Port Macquarie 2444
전화: (02) 5525 1600

Riverina Murray –  
Albury
Suite 1A, Level 1,  
520 Swift St
Albury NSW 2640
전화: (02) 6020 7200

Riverina Murray –  
Wagga Wagga 
Ground Floor,  
74 – 76 Fitzmaurice St
Wagga Wagga 2650
전화: (02) 6921 6588

Tamworth 
Suite 3, Level 1  
155 Marius St 
Tamworth 2340 
전화: (02) 6766 6322

Walgett Legal Aid  
위성 사무실
44 Fox Street
Walgett 2832
전화: (02) 6857 8122

Wollongong 
Graovac House,  
73 Church St
Wollongong 2500
전화: (02) 4228 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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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행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이 간행물을 법률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는 인쇄 당시에는 
정확하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wAccess NSW 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1300 888 529.

This brochure is available in Arabic, Assyrian, 
Bengali, Burmese, Chinese (sim), Chinese 
(trad), English, Farsi, Filipino, Hazaragi, Hindi, 
Korean, Khmer, Kurmanji, Nepalese, Punjabi, 
Rohingya, Spanish, Tamil, Thai, Turkish, Urdu, 
Vietnamese.

 © Legal Aid Commission of NSW 2021

브로셔는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legalaid.nsw.gov.au/publications 

 
소셜 미디어에서 본 기관을 찾기 

저희에게 연락할 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통역사가 필요하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131 450 (오전 9시 – 오후 
5시) 에 연락하여 LawAccess NSW 를 
요청하십시오.

듣기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듣기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National Relay Service (NRS) 
(133 677) 로 전화하여 LawAccess NSW 
를 요청하십시오.

http://www.legalaid.nsw.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