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개 
 

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는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지원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는 Beren, Hudson, Passaic 
카운티의 저소득 주민에게 공익, 주택, 
가정, 소비자, 보건, 고용 및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사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법인의 변호사, 준법률가, 보조 
직원은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제공 지역의 개인이 대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에서는 외출할 수 없거나 
장애가 있는 분을 방문하기 위한 특별 
예약을 시행합니다. 

 
법률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역 NNJLS 카운티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Bergen County Div is ion  
190 Moore St. ,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전화번호 :  201-487-2166 
팩스 :  201-487-3513 

 
Hudson County Div is ion 

574 Summit Ave.  
Jersey City,  NJ 07306 
전화번호 :  201-792-6363 
팩스 :  201-798-8780 

 
Passaic County Div is ion 
152 Market  Street , 6 t h  Fl .  

Paterson, NJ 07505 
전화번호 :  973-523-2900 
팩스 :  973-523-9002 

 
www.northeastn j legalserv ices.o rg  

 
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 철폐 조치 
기관으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노인 복지 서비스 Bergen 
카운티 지부,노인 건강 및 복지 서비스 
Hudson 카운티 부서,노인 복지 서비스 
Passaic 카운티 부서 를 통해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www.northeastnjlegalservices.org 
 

                   
 

 
 

Bergen, Hudson, Passaic 카운티의 

저소득 노인 시민을 위해 주택, 공익, 

가정, 소비자, 이민, 재향군인, 재입국, 

세금 및 노인법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정의 

50 주년 기념 
 

이민법 프로젝트 

http://www.northeastnjlegalservices.org/
https://www.facebook.com/NortheastNJLegalServices/
https://www.linkedin.com/company/northeast-new-jersey-legal-services
https://twitter.com/nnjls
https://www.facebook.com/NortheastNJLegalServices/�
https://www.linkedin.com/company/northeast-new-jersey-legal-services�
https://twitter.com/nnjls�


제공 서비스 유형  
 
저희는 주택, 가정, 공익, 소비자 및 
보건법 관련 전문가로서 자문, 대리, 
옹호, 공동체 교육, 정보 및 위탁 등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자격 
Bergen, Hudson, Passaic 카운티에 
거주하고 60세 이상인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NJLS에서 
접수하는 사건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과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적절한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법률 분야 
 
주택:    
 
임대인/임차인, 압류, 임대료 지원, 공공 

주택 및 기타 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가정 폭력, 양육비, 양육권, 이혼 및 
기타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익:   
 
사회복지 보장 은퇴 연금 및 장애, SSI, 
결핍 가정 임시 지원, 푸드 스탬프, 일반 
지원이나 기타 혜택을 포함한 공익 
수령 자격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채무 징수, 불공정 및 사기 행위, 신용 
및 파산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  
 Medicaid, Medicare, 가정 복지, 처방약 
지원, 사보험 및 건강 보험 이용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의 분야에 대한 의뢰를 

받습니다.  
• SSI, 사회 보장, 푸드 

스탬프, Medicare, 
Medicaid, PAAD를 
포함한 정부 혜택 감소 및 
종료 

• 임대인/임차인 문제, 퇴거 
통보, 공공 서비스 차단 

• 가정 폭력 
• 자율권 계획/보호: 사망 

선택 유언, 위임장 
• 소비자 문제 
• 노인 사기 및 착취 
• 채무 징수 
• 압류 
• 파산  

 
 
커뮤니티 그룹에 대한 상담도 

시행합니다.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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