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노동자의 법적 보조 프로젝트
는(CWLAP)
다음과 같이 도와줍니다.
♦

소비자와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편지를 쓰거나
법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비자와 근로자의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월급과
신용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

♦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

중점내용:
채무 압류 피해
불공정/사기소매
신용회복

•
•

신분 위장 절도
월급 압류

•
•

•
•
•

월급 보상
미납 월급 청구
노동자 재해보상금
직장에서의
차별
악독고용주의

인근 주민
기관과 단체에서
공공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인컴이 적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도움기관들
법적 서비스 코포레이션(www.lsc.gov) 이기관은
시민의 법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평등
한 기회를 주도록 도와줍니다. 3333 K Street,
NW, 3rd Floor Washington, DC 20007-3522 (202)
295-1500
캘리포니아 변호사 제너럴(www.ag.ca.gov)
소비자의 불만 접수(800) 952-5225
캘리포니아 소비자 부서 (www.dca.ca.gov)
소비자 불만 접수 (800) 952-5210
캘리포니아 기업부서 (www.corp.ca.gov) 은행과
도매상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리포트접수 (866)
275-2677 or 866 ASK CORP

소비자 와
근로자의
법적
도움
프로젝트

인랜드 카운티 법률서비스
리버사이드 오피스: (951) 368-2555
인디오 오피스: (760) 342-1591
샌버나디노 오피스: (909) 884-8615
랜초쿠카몽가 오피스 : (909) 980-0982
빅터빌 오피스: (760) 241-7073
이 안내서에 대하여
이 안내서는 인랜드 카운티 법률서비스 소비자
부서와(ICLS) 캘리포니아법률 평등엑세스 펀드
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 Inland Counties Legal Services, 2007

♦

인근 주민신문, 잡지, 웹진을 통해서 주민을
교육시키고 방법을 도와 줍니다.

ICLS is a non-profit 501(c)(3) corporation serving Riverside and San Bernardino
Counties and receives federal, state and local county funding. Funders are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the State Bar of California Legal Services Trust Fund Program
(also known as the “IOLTA” or “Interest on Lawyers’ Trust Account” program); State of
California Equal Access Grant Program, State of California Equal Access Partnership
Grant Program, San Bernardino County Department of Aging and Adult Services (DAAS)
and Riverside County Office on Aging (OoA),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City of Riverside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Funds. Seniors’ Legal
Services are targeted for persons age 60 and older who are in the “greatest social
and economic need.”

인랜드 카운티 법적 서비스
소비자 부서
리버사이드 &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비자와 노동자의 법적 보조 프로젝트 (CWLAP)
란 무엇입니까?
CWLAP 는 샌버나디노 주민 중에서 인컴이 적은
주민에게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특히 이곳 주민과 인근 지역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보통 법률 자료와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ICLS ( Inland Counties Legal Services)
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

소비자 케이스

노동자의 권리 케이스

♦ 모금, 회수, 잔여 채무 판결, & 채권 압류 통고
이 케이스는 신용카드 콜렉션, 자동차 회수, 임금
압류와 부당 차액금 차지
♦ 계약과 정당한 근거
이케이스는 올바르지 않은 계약, 계약 위반,
에프터 서비스 보증 실패, 계약 해제 등..
♦ 신용 조회
이경우에는 신용차별을 인종, 성별, 나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신용리포트에 피해를 주거나
신분위장 절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융자금/할부제 동의서
월급 융자 ( 페이데이 론),
전당포 론, 다른 신용등…
♦ 불공평한 판매행위
사업에 사기행위가 있을때.

노동자 재해보상금 (교육) - 남가주 법에서는
일하는 장소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식으로 권리 보상을 받을 지 자문을 해줍니다.
♦ 가족권 병가 침해
♦ 연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때문에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없는
근로자는 법적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시킵니다. 순응 이슈—장애인 근로자가
적당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 악덕 고용주의 피해자
가난한 이민자나 불법 근로자가 악덕 고용주의
노예같이 일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악덕고용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근로자가
독립을 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Cambodian girl rescued from a brothel
있습니다.

♦

주택개선 자금 & 저당권 & 저당물의
반환권상실
창문, 문 교환계약, 수도관, 히터 고침 등에 소득이
적을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저당물의 반환권에 대해서 입니다.
♦ 운전 면허증 복위
근로자의 운전면허증을 판단결과가 끝난 뒤에는
돌려 줍니다.

월급 압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월급 압류에 대해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비법적으로 월급이 압류되는 것을 막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보험 우리는 근로자가 억울하게
고용주에게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 논쟁을 도와 줍니다.
미납 월급 청구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법적 월급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고용 논쟁 노동자는 가주에서 일을 할 경우
일하는 장소에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그들을 도와 줍니다.

♦

CWLAP 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

법적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해서 도와 줍니다.

♦

소비자와 근로자는 이런 불만사항을 주 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차별을 하거나 월급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실업보험수당금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

월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

월급을 적게 받는 근로자는 리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금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적당한 빚청구는 막아져야 합니다.

♦

신분 위장 절도는 막아져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다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이 감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선의 이상을
지나서는 안됩니다.

♦

고용인의 휴가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악덕고용인의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비합법적인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