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NNJLS 에게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수있는 문제이면 

최선을 다하여 NNJLS 직원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떠나지 

못하시는분 또한 장애가 있으신분들 

위해서는 특별히 도와드립니다.   

NNJLS 가 도울수없는 문제는 

도와드릴수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PAI 프로그램은? 

NNJLS 는 NNJLS 와 동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 위해 무료로 변호해드리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PAI 프로그램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진정한 

도움을 필요하는 주민들에게 

도와드리기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입니다.  PAI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분들은  PAI 변호사를 연결해드립니다.  

NNJLS 변호사들과 PAI 변호사들은 

차별없이 동일하게 도와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지역 NNJLS 로 

연락하십시요: 

NNJLS 
Bergen County Division 

190 Moore Street,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Telephone: 201-487-2166 
Fax: 201-487-3513 

NNJLS 
Hudson County Division 

574 Summit Ave.  
Jersey City,  NJ 07306 

Telephone: 201-792-6363 
Fax: 201-798-8780 

NNJLS 
Passaic County Division 

152 Market Street ,  6 t h  F l .  
Paterson, NJ 07505 

Telephone: 973-523-2900 
Fax: 973-523-9002 

NNJLS 서비스는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종교, 동성애, 국적에 관계 없이 등등한 

기회를 드리는 기관입니다.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 

(NNJLS) 

모두의 평등한 정의를 위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버겐, 허드슨, 

패세익크 저소득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가정, 공공 혜택, 소비자, 건강, 

교육,  고용, 노인, 지역 사회 개발 

법들을 전문으로하고 있습니다 

www.northeastnjlegalservices.org



아십니까? 

 

버겐, 허드슨, 패세익크 카운티에서는 

200,000 명의 노인, 어른, 어린이들이 

가난하게 살고있습니다. 

 
 

매년 버겐, 허드슨, 패세익크 카운티에서는  

40,000 명 이상 거주자들이 주택에서 

퇴거를 당하고있습니다. 

 
 

매년 버겐, 허드슨, 패세익크 카운티에서는  

13,000 명 이상 주민들이 가정 폭력의 

희생자이고 법적 접근 금지 보호 받기를 

원합니다. 

 
 

NNJLS 는 매년 10,000 명의 버겐, 허드슨, 

패세익크 저소득 주민들에게 중요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버겐, 허드슨, 패세익 카운티 주민이고, 

민사법적 문제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시면 연락주십시요. 

 

NNJLS 는? 

 

NNJLS 는비영리적인 법인입니다.  NNJLS 는 

정부와 개인의 재원으로 버겐, 허드슨, 

패세익 카운티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NNJLS 

변호사, 보조원과 직원들은 모든 주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십니까? 

 

NNJLS 는 다양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언, 변호, 

사회 교육, 법적인 정보와 변호사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들외 노인, 장애인, 테넌트, 

그리고 가정 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NNJLS 는 지역 사회를 위한 조언자를 

제공해드립니다.  본인이 소속되신 

그룹에서 조언자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어떤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주택: 주인/주택인 (렌드로드/테넌트), 

차안, 렌트 보조, 공공 주택, 사회 경제 

개발과 또 다른 주택에대한 문제를 변호와 

조언 해드립니다. 

 

가정: 법적 접근 금지 보호를 얻을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이혼과 또 다른 가정에대한 

문제들을 변호와 조언 해드립니다. 

 

공공 혜택: 은퇴 보장, 공공 혜택금, 장애 

수당, SSI,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난한 

가족들을 위한 임시 지원, 푸드 스탬프, 

일반 지원과 공공혜택에대한 문제들을 

변호와 조언 해드립니다. 

 

고용: 실업 보험 혜택과 또 다른 

고용에대한 문제들을 변호와 조언 

해드립니다. 

 

소비자: 수금, 불법적인 업무, 크레디트, 

파산에 대한 문제들을 변호와 조언 

해드립니다. 

지역 사회 개발: 일자리, 부동산 개발, 

그리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도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