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상담하십시오

아시아 이민자 볍률구조 및 교육 기금에
대하여

저희가 개최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세미나

1974년에 결성된 AALDEF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에 참석하려고 할 때 또는 사건 의뢰가 필요

민권을 증진 및 보호하는 국가 단체입니다. 소송,

하거나 고용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 교육과 조직화의 활동을 병행하여, AALDEF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인권 보장을 위해 전국의 모든 아시아 이민자

뉴저지주 아시아 이민자 법
률 프로젝트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99 Hudson Street, 12th FL
New York, NY 10013
800-966-5946 (toll free)
212-966-5932
212-966-4303 (fax)
info@aaldef.org
www.aaldef.org

AALDEF는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음
의 중요한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민자의 권리,
• 시민 참여와 투표할 권리,
• 노동자의 경제 정의,
• 서비스에 대한 언어 접근,
• 인구 조사 정책,
• 차별 철폐 조처,
• 청소년 권리와 교육의 형평,

• 반 아시아 폭력 제거, 경찰의 위법 행위와 인신
매매.

AALDEF 는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후원을 환영합니다.

아시아 이민자 법률구조 및 교육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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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창립 이래 이민자들의 민권을 대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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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AALDEF)

뉴저지주 아시아 이민자 법률
프로젝트 소개

뉴저지주 아시아 이민자 법률 프로젝트
(NJ-AALP)는 뉴저지에 사는 급증하는 아시아
이민자 커뮤니티의 법적 필요와 시민권의
문제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뉴저지주에는 70여만명의 아시아 이민자들이 살
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부딪치는 문화적 및 언어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아시아 이민자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문화적 장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시아 이민자
들은 미국법에 의한 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민 신분, 일자리 또는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고용주가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명시적
이나 또는 묵시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특히
불법이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이민자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자원이
우리 주에는 거의 없습니다.
는 법률 제도를 안내하는 가교로서
커뮤니티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이러한 법률
서비스 공백 현상의 해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NJ-AALP

나의 권리 바로 알기!
알기!

프로젝트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무료 법률 클리닉

에
대부분의 관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7.25의 뉴저지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시간이 주당 40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아시아 이민자, 여성 또는 종교나 출신
국적을 이유로 하는 것은 입니다.
이민 신분

관계 없이

노동

매월 개최되는 법률 클리닉을 통해 고용이나
이민 문제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___

시간당

시간을 초과

배

차별

불법

실업 보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뉴저지 실업 혜택 프로그램

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상태이며 구직
활동중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아시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기본권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과 “나의 권
리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___

법률 서비스 의뢰

귀하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변호사
및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___

법적 대표

체불 임금 청구 및 유해 환경 등
와 관련하여 저임금을 받는 아시아 이민 노동자
들을
합니다.

고용 관련 청구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 기본
(2) 52주

실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 $143
1
최소한 $7300
20

커뮤니티 교육

이상의 주급을 받았거나

년 동안

(1)

기준으로

의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매주 뉴저지 실업 혜택 프로그램으로부터 고용 당시

평균 급여의 약 60%

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0

$600까지도

받으

년에는 이 프로그램 혜택으로 주당
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을 위해서는

실업의 이유

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인 경우는 이 혜택을 받

법적으로 대표

커뮤니티 조직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귀하와 동료 노동자들의
해결 및
을 도와드립니다.
고용주를 상대로 하는 다툼

근로 조건

개선

정책 옹호
정부 사무소들에서의 향상된 언어 접근성과
같이

더 나은 주법과 지역 정책들을 위해

귀하가

변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지지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더 훌륭한 정보와

으실 수 있겠지만 일과 관련된 합당한 이유없이 본인
이 그만두었거나 직장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로 이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