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법률 서비스 의뢰 가이드 – 연락처 정보 

 

 

 

 

 

단체들은 주제별로 열거되었습니다. 중앙 집중식 번호들(있는 경우)은 각 섹션에 포함되어 있고 문서 마지막에 함께 

열거되었습니다. 그 외는 단체들은 이름별로 나열되었습니다. 

어떤 전화는 음성 메시지만 남길 수 있지만 나중에 다 확인됩니다. 

 
항소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자녀 부양비 

• 자녀 부양 리소스 센터 핫라인(브레드 포더 시티 및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가 

운영) (8:30-12:30 월요일-금요일) – 202-791-3996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소비자 법 (보증금, 주택 보수/건설업체 분쟁, 자동차 수리 분쟁, 사기/불공정 거래 행위)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소비자 법 리소스 센터 – 202-780-2574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제덱 D.C. (사기/불공정 거래행위) – 202-274-7386 

 

자녀 양육 

• 가정법 도움 네트웍(“FLAN”)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 법률 구조, & D.C. 

어포더블 로펌의 공동 프로젝트) – 202-844-5428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아동 법률 센터 (오직 아동들의 비부모 케어기버 만) – 202-467-4900 

• DC 킨케어 얼라이언스 (아동들의 비부모 케어기버 만) – 202-505-5803 

• D.C.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젝트 – 202-425-7573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채무 추심/채권 

• DC 채무 추심 방어 핫라인 – 202-851-3387 (법률 구조 및 제덱 DC, 가톨릭 자선 법률 

네트웍,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센터, 노인들을 위한 법적 상담,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공동 프로젝트) 

 

신체장애/장애인 

• 장애 권리 DC 유니버시티 법률 서비스 – 202-547-4747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공공 혜택, 건강 보험) – 202-661-5962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신체장애인을 위한 퀄리티 트러스트 – 202-448-1450 

 

차별 

• 퍼스트 쉬프트 저스티스 프로젝트 – 202-241-0897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공민권 및 도시 문제 워싱턴 변호사 위원회 – 202-319-1000 

• 휘트먼 워커 헬스 법률 서비스 (LGBTQ 또는 HIV만) – 202-939-7630 

 

가정 폭력 및 관련 가정 문제(신청인/피해자) 

• 긴급: 911 또는 DC 피해자 핫라인 1-844-4HELPDC로 전화하십시오. 

https://www.legalaidd.c..org/
http://nlsp.org/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consumer-law-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consumer-law-resource-center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nlsp.org/
https://www.tzedekdc.org/
https://www.tzedekdc.org/
https://www.dcbar.org/pro-bono/what-we-do/family-law-assistance-network
https://www.dcbar.org/pro-bono/what-we-do/family-law-assistance-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hildrenslawcenter.org/
https://www.childrenslawcenter.org/
https://www.dckincare.org/
https://www.dcvlp.org/
http://nlsp.org/
http://nlsp.org/
http://www.uls-dc.org/protection-and-advocacy-program/disability-rights-dc/
http://www.uls-dc.org/protection-and-advocacy-program/disability-rights-dc/
https://www.legalaidd.c..org/
http://nlsp.org/
http://nlsp.org/
https://www.d.c.qualitytrust.org/
https://www.d.c.qualitytrust.org/
http://www.firstshift.org/
http://www.firstshift.org/
http://nlsp.org/
https://www.washlaw.org/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 D.C. 피해자 법률 네트웍 (코디네이티드 서비스 라인) – 202-629-1788 

• 합동 법대 클리닉 헬프 라인(조지 워싱턴대 법대, 조지타운 법률 센터, 가톨릭대 

콜럼버스 법대) – 202-603-9760, 202-603-5870 

https://vln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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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및 관련 가정 문제 (신청인/피해자) (계속) 

• 아유다 – 202-387-4848 

• 브레드 포더 시티– 202-386-7616 

• 브레이크 더 사이클 (24세 또는 미만) – 202-849-6282 

• D.C.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젝트 – 202-425-7573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D.C. 피해자 복구 네트웍 – 202-742-1727 

 

가정 폭력 (피신청인)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라이징 퍼 저스티스202-638-4798 

 

교육 

• 교육에서 정의 애드보킷– 202-678-8060 

• 아동 법률 센터 – 202-467-4900 

 

노인들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 세 이상) – 202-434-2120 

 

퇴거/임대인 및 임차인(임차인) 

• 임대인 임차인 법률 지원 네트웍 (브레드 포더 시티 및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가 운영,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센터,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노인들을 위한 법률 협의회,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라이징 포더 저스티스) – 

202-780-2575 

 

퇴거/임대인 및 임차인(임차인 및 스몰 랜드로드) 

• 임대인 임차인 법률 지원 네트웍 (브레드 포더 시티 및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가 운영,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노인들,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라이징 포더 저스티스) – 202-780-2575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D.C. 크리스천 법률 구조 – 202-710-0592 

 

주택 차압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DC 차압 방지 핫라인 (무료 주택 상담 및 변호사 소개,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을 

포함 ) – 202-265-CALL (2255) 

 

노숙자 

• 노숙자들을 위한 워싱턴 법률 클리닉 – 202-328-5500 

 

주거 상태/민사 

• 아동 법률 센터 – 202-467-4900 

• D.C. 크리스천 법률 구조 – 202-710-0592 

https://ayuda.com/
https://ayuda.com/
https://breadforthecity.org/
https://www.breakthecycle.org/
https://www.breakthecycle.org/
https://www.dcvlp.org/
https://www.legalaidd.c..org/
http://nlsp.org/
https://www.nvrd.c..org/
https://www.nvrd.c..org/
http://nlsp.org/
https://risingforjustice.org/
http://www.aje-d.c..org/
https://www.childrenslawcenter.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hristianlegalaid-dc.org/
https://www.legalaidd.c..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s://www.legalclinic.org/
https://www.childrenslawcenter.org/
https://www.childrenslawcenter.org/
https://www.christianlegalaid-dc.org/


페이지 4 (2020년 9월 21일 수정)  

• 임대인 임차인 리소스 센터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 – 202-780-2574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임차인 핫라인 – 202-851-3388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라이징 퍼 저스티스202-638-4798 

주택/정부보조 주택 문제 

• 브레드 포더 시티– 202-386-7616 

• 임대인 임차인 법적 도움 네트웍 – 202-780-2575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임차인 핫라인 – 202-851-3388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라이징 퍼 저스티스202-638-4798 

• 노숙자들을 위한 워싱턴 법률 클리닉 – 202-328-5500 

이민 

• 아태 아메리칸 법률 리소스 센터 – 202-395-3572 

• 아유다 – 202-387-4848 

• CARECEN – 202-328-9799 

• 가톨릭 자선 단체 이민 법률 서비스 – 202-772-4352 

• DC 어포더블 로펌 (소득 제한) – 202-844-5430 

• D.C. 자원봉사 변호사 프로젝트 – 202-425-7573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라이징 퍼 저스티스202-638-4798 

• 휘트먼 워커 헬스 법률 서비스 (LGBTQ 또는 HIV만) – 202-939-7630 

 

치안 

• 공민권 및 도시 문제 워싱턴 변호사 위원회 – 202-319-1000 

 

유언 검인/상속 계획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D.C. 크리스천 법률 구조 – 202-710-0592 

• DC 어포더블 로펌 (소득 제한) – 202-844-5430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유언장, 사전 의료지시서 – 202-832-6577 

• 휘트먼 워커 헬스 법률 서비스 (LGBTQ 또는 HIV만) – 202-939-7630 

 

공공혜택/건강 보험 및 헬스케어 

• 브레드 포더 시티– 202-386-7616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DC 킨케어 얼라이언스 (아동들의 비부모 케어기버 만) – 202-505-5803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60세 이상) – 202-434-2120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휘트먼 워커 헬스 법률 서비스 – 202-939-7630 

 

기록 봉인 

• D.C. 크리스천 법률 구조 – 202-710-0592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legalaidd.c..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nlsp.org/
https://risingforjustice.org/
https://breadforthecity.org/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legalaidd.c..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nlsp.org/
https://risingforjustice.org/
https://www.legalclinic.org/
https://www.apalrc.org/
https://ayuda.com/
https://ayuda.com/
http://carecendc.org/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ils/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ils/
http://dcaffordablelaw.org/
https://www.dcvlp.org/
https://www.legalaidd.c..org/
https://risingforjustice.org/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washlaw.org/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hristianlegalaid-dc.org/
http://dcaffordablelaw.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nlsp.org/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breadforthecity.org/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dckincare.org/
https://www.legalaidd.c..org/
https://www.aarp.org/legal-counsel-for-elderly/
http://nlsp.org/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whitman-walker.org/legal-services
https://www.christianlegalaid-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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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 202-832-6577 

• 라이징 퍼 저스티스202-638-4798 

https://www.legalaidd.c..org/
http://nlsp.org/
https://risingforjust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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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 

• DC 채무 추심 방어 핫라인(리걸 에이드 및 제덱 DC, 가톨릭 자선 법률 네트웍,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 노인들을 위한 법적 상담,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공동 프로젝트)-202-851-3387 

• 소액 재판 리소스 센터 핫라인 (이웃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소액재판 절차에 

관한 일반 질문들 -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 202-849-3608 

 

실업/근로자의 권리 

• 가톨릭 자선 단체 법률 네트웍 – 202-350-4305 

• 청구인 애드보커시 프로그램 – 202-974-8150 

• 퍼스트 쉬프트 저스티스 프로젝트 – 202-241-0897 

• 컬럼비아 특구 법률 구조 협회 – 202-628-1161 

• 워싱턴 변호사 위원회 근로자 권리 클리닉 – 202-319-1000 

 

범죄 피해자 

• D.C. 피해자 법률 네트웍 (코디네이티드 서비스 라인) – 202-629-1788 

• 아마라 법률 센터 – 240-257-6492 

• 아태 아메리칸 법률 리소스 센터 – 202-395-3572 

• 아유다 – 202-387-4848 

• D.C. 피해자 복구 네트웍 – 202-742-1727 

• 제텍 DC (금융 범죄만) – 202-274-7386 
 
 

기타 법률 정보 

 

•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의 조언 및 의뢰 클리닉: 클리닉에 관한 정보와 예약은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 help/help-for-individuals/advice-referral-clinic 

 

•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센터 법률 정보 헬프 라인 – 202-626-3499 (주제별 법률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영어, 스페인어, 암하라어 및 프랑스어로 녹음 ) 

 

• 법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자 목록– www.Lawhelp.org/DC 

 

• DC REFERS - 저소득층에게 할인된 수임료 제공하는 변호사 목록 – www.dcrefers.org 

 

• 리소스 센터 및 중앙 집중화된 접수/핫라인 요약: 

o 아동 지원 리소스 센터 핫라인 (8:30-12:30 월-금) – 202-791-3996 

o D.C. 변호사 협회 프로보노 소비자 법 리소스 센터 – 202-780-2574 

o DC 부채 추심 방어 핫라인 – 202-851-3387 

o DC 차압 방지 핫라인 (무료 주택 상담 및 변호사 소개, 무료 법률 서비스 기관을 

포함 ) – 202-265-CALL (2255) 

o 가정법 지원 네트웍 ("FLAN") – – 202-844-5428 

o 임대인 임차인 법적 도움 네트웍/리소스 센터 – 202-780-2575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s://www.catholiccharitiesdc.org/legalnetwork/
http://www.dclaborarchives.org/ht/d/ProgramDetails/i/247
http://www.dclaborarchives.org/ht/d/ProgramDetails/i/247
http://www.firstshift.org/
http://www.firstshift.org/
https://www.legalaidd.c..org/
https://www.washlaw.org/
https://www.washlaw.org/
https://vlnd.c..org/
https://www.amaralegal.org/
https://www.apalrc.org/
https://ayuda.com/
https://ayuda.com/
https://www.nvrd.c..org/
https://www.nvrd.c..org/
https://www.tzedekdc.org/
https://www.tzedekdc.org/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advice-referral-clinic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advice-referral-clinic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advice-referral-clinic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advice-referral-clinic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egal-information-help-line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egal-information-help-line
http://www.lawhelp.org/DC
https://dcrefers.org/
http://www.dcrefers.org/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consumer-law-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consumer-law-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what-we-do/family-law-assistance-network
https://www.dcbar.org/pro-bono/what-we-do/family-law-assistance-network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https://www.dcbar.org/pro-bono/free-legal-help/help-for-individuals/landlord-tenant-resourc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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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액 재판 리소스 센터 핫라인 – 202-849-3608 (소액재판 절차에 관한 일반 

질문들 -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o D.C. 피해자 법률 네트웍 (코디네이티드 서비스 라인) – 202-629-1788 

https://vlnd.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