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ing Immigrant Communities Amid COVID-19 Crisis

이민법 법률 클리닉은 매월 격주 수요일에 열
립니다. 다음 클리닉은 10 월 14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저희에게 전화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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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프로그램 업데이트

연방 법원은 2020 년 9 월 29 일에 새로운 USCIS 수
수료 규칙을 중단했습니다. 신청 수수료 인상 및 특
정 이민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 철폐는 2020 년 10 
월 2 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 제출 수수료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Governor Newsom) 명령에 
따라 6 개월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APILO는 
저소득 취약 커뮤니티를위한 필수 법률 서비스 제공 
단체로서 COVID-19 유행기간 동안 6 대 핵심 프로젝
트 영역에서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기간 동안 APILO의 법률 옹호 

API Legal Outreach 는 새 이사회 구성원 Jerett Yan, Jessica Huang, Jinnhua 
Su, Lauren Tom, Neil Chan, Raymond Pascual, Stephanie Choy 를 환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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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ilegaloutreach.org/wp-content/uploads/2020/08/uscis.fee_.increases08.20.2020-1.pdf


  다루는 최근 주제

•  가정 폭력 예방 및 법적 구제
• Bay Area퇴거금지 명령

(Eviction Moratorium)
• 연방 및 캘리포니아 인도 아동
복지법

• 세입자의 권리

• 이민자 권리

• 노인 학대 예방

• 영사관 질문

• 인신 매매 피해자를위한 사회
서비스

• 청소년 운동
o 하와이 원주민 영성 및 치유

o 번 아웃 방지

o 형사 법률 및 구금 시스템에
의한 범죄 화에 맞서 싸우는
방법

파트너 / 호스트 에이전시

• SF Domestic Violence
Consortium

• Washoe Native TANF Program

• Bayanihan Community Center

• Asian Women’s Shelter

• Indonesian Consulate in SF
• Filipino Advocates for Justice
• TAYO and Queer Collective
• Riley Center
• Cameron House

APILO 커뮤니티아웃 리치 
및 교육워크샵

APILO는 계속해서 지역 사회 봉
사활동에 참여하고 중요한 법률
정보 및 업데이트에 대해 지역 사
회 단체 및 파트너에게 교육 워크
숍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최근 하
이라이트입니다.

조언 및 팁

APILO는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UI) 및 Covid-19 유행성 실업 지
원 (PUA)에 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3 개월 동안 6 백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UI를 신청했
습니다. 수천 명의 신청자가 시스템 결함, 복잡하고 미묘한 자격 기준 
및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혜택 계산 방법으로 인해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PILO 직원은 현재 UI 및 PUA 신청 프로세스
를 탐색하고 혜택 수령을 지연시킨 실수를 해결하는데 있어 커뮤니
티 회원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3 개월 동안 우리는 30 명 이상의  분들
과 대화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및 유행성 응급 실업 수당 이해를 위한 팁:

1. 따라야 할 팁 :
a. 필요한 개인 정보, 특히 사회 보장 번호와 생년월일을 정확하

게 입력하십시오.

b. 사회 보장 카드 또는 운전 면허증에 표시된 이름을 사용하십
시오.

c. EDD의 전화를 놓치지 마세요. 제한된 미확인 번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EDD가 제공 한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
https://www.edd.ca.gov/

3.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보다
질문이있는 경우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PILO를 지
원 해주세요 

오늘 기부하세요:  https://www.apilegaloutreach.org/donate/

https://www.edd.ca.gov/
https://www.apilegaloutreach.org/do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