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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변경됩니다. 이르면 2019년 5월 또는 6월에, 공공 혜택 증명 
서류를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할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 증명 서류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고 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칙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입증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더욱 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 신청서 
수수료는 아마 인상될 것이고 수수료 면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공공 혜택 증명 서류에 근거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하며 그 옵션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민국은는 귀하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귀하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변경할 것입니다.

 
그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주요 질문
수수료 면제 

지역사희 알림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newamericanscampaign.org
ILRC.org

수수료를�납부할�형편이�되지�않는�경우에�
수수료를�납부하지�않고�이민�신청서를�
제출하도록�허가해�달라고�요청하는�방법�

수수료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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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신청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귀화를 통한 미국 시민권
•   U 비자, T 비자, VAWA, TPS
•   다음에 근거한 영주권:

•   U 비자, T 비자
•   VAWA, SIJS
•   TPS, 망명

•   영주권 갱신
•   취업 허가 또는 취업 허가 갱신

2.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의 
가장은 귀하의 소득에 근거한 혜택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   Medicaid (의료 혜택)
•   SNAP (푸드 스탬프)
•   SSI (생활 보조금)
•   TANF (복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변했다면, 이민 신청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십시오.

미루는 경우, 너무 늦어 귀하의 이민 신청에 
대한 신청서 수수료는 면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히 알아보기 
자격이 됩니까?
수수료 면제 계산기
 newamericanscampaign.org/fee-waiver/
저비용의 이민 지원
 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수수료 면제 신청서
 uscis.gov/i-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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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미국 시민권) 신청서 

• 영주권 신청서*

• 수수료 면제 신청, 보통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됨*

• 영주권 갱신 신청서                       

• 취업 허가 신청서 또는 취업 갱신 신청서

• 시민권 증명서 (부모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경우) 

• 귀화 거절에 대한 소청 

• 기타 소청 

$725**

$1,225**

$930

$540**

$410

$1,170

$700

$675

수수료 면제 없는 신청 비용
가장 흔한 이민 신청서들 중 몇 가지에 대한 수수료:

변경의 시행 후, 귀하가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귀하에게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소득 기준의 150% 이하임 
또는
• 고비용의 의료비, 실업 등으로 인해 재정적 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거 또는 노숙자

규칙 변경
귀하의 정당성 주장을 관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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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신청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 $85 의 지문 채취 수수료가 포함됨

고마워, 
KOREAN RESOURCE 
CENTER (K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