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랜드 카운티
법률사무소
(ICLS)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지역 담당

인랜드 카운티 법률사무소(ICLS)는 사법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 소득층
주민의 정의와 평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을
변호하고 지역사회 법률 교육을 통해
법에 관계된 일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과 존귀와 존경으로
고객님을 도와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주택공급
직통전화
951-368-2570
무료 전화: 888-455-4257

우리가 하는 일:
주택공급과 주택에 관한 문제
모빌홈 임대
건물주/ 세입자 변호
차압 방지
융자 조정
소비자 분쟁
실직자 보험 케이스
SSI 장애우 혜택/초과지급
저소득층 혜택/가족법 케이스
접근 금지 명령/ 노인 학대
법적 보호인 신청
소형 부동산 상속 검증
공동 명의의 사망 진술서
유언장/ 의료지침
교육/ 특별 교육

도움 받는법: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 하십시오.

•
ICLS 는연방, 주, 지역으로부터 기금을 받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비영리 501c(3)
사단법인 입니다. 기금을 주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State Bar of
California Interest on Lawyers’ Trust Accounts, State
Bar of California Equal Access Fund, San Bernardino
County Department of Aging and Adult Services,
Riverside County Office on Aging and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
•

전화 상담(무료전화)
예약 상담
직접 방문

(가정폭력과 같은 비상시에는 사무실 직접 방문 가능)

퇴거 방지 상담소 웹싸이트:
www.inlandlegal.org
ICLS 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60 세 이상의 노약자에게 법률적 도움울 주기 위한
기금으로 운영 됩니다.

사무실 위치
리버사이드:
1040 Iowa Ave., Suite 109
Riverside, CA 92507-2106

951-368-2555
무료전화: 888-245-4257
시니어: 951-320-7500 청각장애: 951-684-1901

인디오:
82632-C Highway 111
Indio, CA 92201-5632

760-342-1591
무료전화: 800-226-4257
시니어: 760-347-5303 청각장애: 760-775-3114

샌버나디노:
715 N Arrowhead Ave., Suite 113
San Bernardino, CA 92401-1150

909-884-8615
무료전화: 800-677-4257
시니어:909-888-3889 청각장애: 909-381-0274

란쵸쿠카몽가:
10565 Civic Center Dr., Suite 200
Rancho Cucamonga, CA 91730-3855

909-980-0982
무료전화: 800-977-4257
시니어:909-476-9252 청각장애:909-476-7875

빅토빌:
13911 Park Ave., Suite 210
Victorville, CA 92392-2407

760-241-7073
시니어:760-241-7072

무료전화: 888-805-6455
청각장애: 760-843-9814

먼저 전화를 하십시요. 예약 상담시에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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