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담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
기존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며 연방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 이민국은 신청인의 향후 공적 부담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더 많은 공공 혜택 목록 및 가족 소득과 같은 추가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혜택은 10월 15일부터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적 부담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 혜택 수혜 대상인 대다수의 이민자는 공적 부담 심사에서 면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규정은 다음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을 희망하는 분들
• 합법적 영주권자(LPR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 자격 조정을 신청하는 분들
• 비자 연장/갱신을 신청하는 분들
다음은 공적 부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민자입니다. 단, 6개월 이상 미국 이외
국가에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 난민
• 망명인
• LPR 카드를 갱신한 분들을 포함하여
이미 LPR(그린 카드 소지자) 신분인
분들
•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여성폭력 방지법) 자가청원자
(Self-Petitioner)

• T 또는 U 비자 소지자(일부 인신
매매, 가정 폭력 또는 기타 범죄의
생존자)
• 청소년 특별 이민자
(Special Immigrant Juveniles)
• 현역 군 복무 가족 및 기타 타인

새로운 규정은 이민자의 가족(자녀 또는 타인)만이 받는 혜택은 이민자의
공적 부담 심사 중에 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새로운 공적 부담 규정에는 모든 공공 혜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 부담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소수의 이민자 중 한 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공적 부담
심사에 산정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뒷면 표
참조).

공적 부담 심사에 산정될 수 있는
일부 혜택:

공적 부담 심사에 산정될 수 없는
일부 혜택:

• SSI(근무 경력이 적은 분들을 위한
사회 보장 보험)

• 21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Medicaid(OHP)

• TANF(가족을 위한 월 현금 수당)
• Medicaid가 지원하는 장기 치료

• 임
 산부(산후 60일 포함)를 위한
Medicaid(OHP)

• 2019년 10월 15일부터 발효:

• 응급 Medicaid(CAWEM)

»» 임신하지 않은 성인을 위한
비응급 Medicaid (OHP)
»» 공공 주택 및 섹션 8 보조금 지원
주택
»» SNAP(푸드 스탬프)
상기 목록은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 오리건주의 Cover All Kids 프로그램
• WIC(여성, 유아 및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지원)
• 특수교육
• 학교 기반 건강 서비스
• 사
 회 보장 퇴직
(Social Security Retirement)
• 학교 급식
• Medicare
• 실업보험
• 푸드 뱅크 또는 푸드 박스의 식품
• 오
 리건주의 생식 건강 프로그램
(Reproductive Health program)
상기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가족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중단하기 전에 공적 부담 심사가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파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해법은 없습니다.
• www.oregonimmigrationresource.org에서 이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 법률 지원/오리건 법률 센터의 공공 혜택 핫라인 1-800-520-5292에서 공공 혜택
조언을 구하십시오.
• www.oregonimmigrationresource.org 및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를 확인하여
공적 부담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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