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ఔ⁐᧸えḌ֠⁐⸘ᮭஈ܌

케언즈 지역 사회 법률 센터 (이하
센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Cairns Community Legal Centre Inc.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이민법 상담은 피난민 및 이민 법률
서비스(RAILS)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민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3846 31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민관련 문제에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RAILS로 즉시 연락하십시오.

↼ᩌ
Level 1
Main Street Arcade
85 Lake Street
(PO Box 7129)
CAIRNS Q 4870
저희 센터에서 장애자 전용 휠체어 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7) 4031 7688
(07) 4031 7358
1800 650 197
(07) 4031 7179

(일반 법률 상담)
(케언즈 지역내 DDLS 고객)
(케언즈 지역외 DDLS 고객)
(경로우대 법률서비스)

Ᾱᥬ‴⭸
이 책자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이 책자는
Legal Practioner Interest on Trust Accounts
Grant Fund 으로 지원됩니다.
이 책자에 있는 정보는 2006년 10월
현재 정확합니다.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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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lc.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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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Ṹ≈⊀ậᥬ⽌ᕕሠ᧼⧰
Ṵந╴⁅ஈ܌
케언즈 지역 사회 법률 센터는 비영리
지역 사회 단체입니다.
센터는 자원 봉사자들과 소수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Ẑ⸘‼ Ᏼẇ⁅ஈ܌
저희 센터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정보 안내 및 관련 기관들의
소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은:
(a) ‼ᓘ‸ᕕሠᜄ᭤
일반 법률 서비스는 일반 형법, 교통 법규,
가족법, 자동차 사고, 부채 상환 문제,
보험 문제, 소비자 고발, 고용법, 차별
고발, 회사법, 이웃과의 분쟁 처리, 파산
문제 및 기타 다른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반 법률 서비스는 퀸즐랜드 최북부 지역
(즉, 카드웰으로부터 북쪽으로는 토레스
스트레이트 까지, 서쪽으로는 노만튼/카룸바
까지 해당하는 지역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됩니다.

(b) Disability Discrimination Legal Service
(DDLS)
장애인 차별에 관한 볍률 서비스 (DDLS)는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DDLS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고발 (즉 장애로
인해 정상인과 차별적으로 취급받았을
경우)과 관련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제공해 드립니다.
DDLS는 퀸즐랜드 북부 (사리나에서
북쪽으로는 토레스 스트레이트까지,
서쪽으로는 퀸즐랜드/노던 테리토리의
경계선까지 해당되는 지역임)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러분께 제공됩니다.
일부 경우, 장애인의 친구, 가족 혹은
보호자들이 DDLS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DL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DDLS에 대한 별도의 책자를 참고하거나,
DDLS에 직접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ậᥬ⽌ᕕሠؐῡ
센타에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지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강연,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센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შ۰׀ᩌӜᜄ᭤
저희 센타에서 모든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희 센타가 도와드릴 수 없다면, 적절한
다른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Ṵු⃕⊀ᾐ ᓛ᭵ஈ܌
센타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일부는 회원비와 일반 시민들로
부터의 기부금으로도 충당됩니다.

(c) A Seniors Legal Service
경로 우대 법률 서비스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센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ᕕሠᦁழ Ṹ⃜⸠⁈᭵ஈ܌

ῠᆌᜄ᭤⁅ஈ܌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개 무료입니다. 간혹
경비 등에 대해 고객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들과
미리 상의드릴 것입니다.
기부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법률 상담은 미리 예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약은 한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ậᥬ‘಄ᾀ ᓛ ⁈᭵ஈ܌

자세한 문의는 센타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ᦁ Ḅஙஈத 센타에서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