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GNY, PO Box 2152, New York, New York 10163-2152
(646) 979-9116 | kalagny@gmail.com | www.kalagny.org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에서는 2011 년부터 한인 봉사 센터 (KCS), 뉴욕 한인회 (KAAGNY)와 공동으로 매달
첫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내 교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에서는 저희 정기 무료법률상담행사가 좀더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포 이민자분들이 겪게될 갑작스런 신변변동에 대한 대비를 하실수 있도록, 2017 년
8 월부터 시민권 신청서류 (N-400) 관련 서비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및 의료대리인 (Health Care Proxy)
선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란 배우자, 가족 또는 지인 등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인에게 갑작스런
신변 변화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지정한 법적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장치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놓을 경우, 갑작스런 신변변화상황에서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등 접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의료대리인 (Health Care Proxy)이란 본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치료를
진행할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칠경우, 미리 지정해놓은 법적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치료진행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대리인을 선정할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무료 법률상담행사는 매달 첫주 화요일 오후 7-9 시까지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11361) 및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한인회관
(KAAGNY; 149 West 24th St., 6th Fl. New York, NY 10011)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12 월 무료법률행사는 12 월 5 일에 맨하탄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맨하탄에서는 무료법률행사 담당변호사인 이수연 변호사 외에도 손창문 변호사, 신중식 변호사, 백승민 변호사,
신해리 변호사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 퀸즈 베이사이드에서는 최지현 변호사, 유재희 변호사, 리차드 인 법률
어시스턴트 외에도 박미애 변호사, 유준모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께서 참석하셔서 여러 교포 여러분들의
법률관련 문의사항에 성심껏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 한인분들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무료로 성심 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것
입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KCS (718-939-6137) 또는 KAAGNY (212-255-696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LAGNY is a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 of attorneys and law students concerned about issues affect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greater New York. Incorporated in 1986, KALAGNY seeks to encourage the professional growth of its members as well as
provide legal suppor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kalagn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