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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지역사회가 공적 부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공적 부조란 무엇인가요? 

공적 부조란 영주권 (“그린카드”)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신청자가 공적 부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정부는 신청자의 그린카드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는 자 

공적 부조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망명, 범죄사건 피해자 비자 (U 비자), 귀화 그리고 법정에서의 취소와 같은 

기타 이민 사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 심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난민 및 망명자 

• 범죄사건 피해자 비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 비자),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비자(VAWA) 또는 

특별 이민자 아동 신분 비자(SIJS)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에 따른 비자(DACA) 그리고 TPS 신청자 

• 대부분의 영주권자 

• 미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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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이민 신분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 심사는 

이민 혜택 신청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 구성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같은 특정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공적 부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될 준비가 되면,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불법이민자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 공적 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식품 및 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 부조에 대한 우려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을 둔 자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혜택을 이용한다면 공적 부조가 본인의 경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과정인 귀화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 심사가 없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180일 이상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갈 때 공적 부조 심사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나 기타 가족 구성원이 공공 혜택을 받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그린카드나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수령한 혜택만을 고려합니다. 

미국 시민인 자녀와 같이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누린 혜택은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두 가지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안보부(DHS)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무부(DOS)의 

규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재외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공무원은 가족의 수입,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신청자의 취업 

가능성, 특정한 공공 혜택 수령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에 포함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 (이 경우에는 DHS 규정이 적용됨), 아니면 인터뷰를 위해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야 하는지 (이 경우에는 DOS 규정이 적용됨)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변호사가 귀하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나요? 

새로운 DHS 규정은 2020년 2월 24일에 미국에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해서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월 24일 

이전에 제출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사용된 

여하한의 공공 혜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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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외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친척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나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 새로운 

DOS 규정이 2020년 2월 2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청 건이 

재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처리되는 자는 새로운 공적 부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DOS 규칙에 따라 심사될 것입니다.  

 

규정 변경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여러 건 있으며 다양한 연방법원이 새로운 규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규정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규정들은 발효되어 

있습니다. 추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적 부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부조는 특정한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는 귀하가 건강 및 기타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특정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여전히 그러한 자격이 유지됩니다. 

모든 공공 혜택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의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공 혜택 및 프로그램은 새로운 규정 상의 공적 부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WIC, 

임산부를 위한 Medicaid (임신 후 최대 60일까지를 포함함), 긴급 Medicaid 그리고 21세 미만 아동을 위한 Medicaid 

[참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동 및 26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Medi-Cal 이용은 새로운 규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Head 

Start, 무상급식 및 급식비 감액, 그리고 기타 많은 혜택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이민신청 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주와 카운티는 새로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 및 기타 비(非) 금전적 공공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 혜택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의 대상인가요? 

공적 부조 심사는 연방기금으로 조성된 Medicaid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Medi-Cal이라고 불림.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 임신, 아동 및 청년 이용 그리고 주 정부의 기금으로 조성된 Medi-Cal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외함), 연방기금으로 조성된 식품 지원프로그램 (SNAP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alFresh라고 불림), 연방 

공공주택, 섹션 8 주택 지원 및 프로젝트 기반 임대차 지원, 연방/주/지방 현금 지원, 연방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보호시설 돌봄 프로그램만을 고려하며 다른 프로그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가 본인에게 적용되나요?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한 곳에 따라서 다릅니다. USCIS가 결정하는 사안에 적용되는 새로운 DHS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신청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가 재외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공적 부조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자는 새로운 공적 

부조 질문지 양식인 DS-5540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DHS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DOS 

규정에 따라 심사될 것입니다.  

https://eforms.state.gov/Forms/ds55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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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새로운 공적 부조 상의 공공 혜택을 하나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이 거부되나요? 

우선,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공무원은 귀하가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규정 상의 공공 혜택을 하나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귀하가 

장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여러가지 요인을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의 수입 및 기타 재원, 귀하의 연령과 건강 상태, 귀하의 학력 그리고 취업 가능성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지 여부는 공적 부조 심사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질문.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의 복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하의 개별 사안을 논의하십시오. 

https://www.cdss.ca.gov/benefits- 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 또는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에 방문하시면 귀하가 있는 곳의 무료 또는 저렴한 

믿을 수 있는 이민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자격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 

기관과 상담해야 할 경우, https://www.lawhelp.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로 제공되는 캘리포니아 이민자 가족 보호 캠페인이 만든 정보 

출처인 http://keepyourbenefitsCA.org에 가시면 공공 혜택 이용이 귀하의 이민 옵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이민자 가족 보호 캠페인이 개발한 유사한 도구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기도 합니다. 650-376-8006에 전화를 걸어 귀하의 선호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benefit” (영어) 

• “libre” (스페인어) 

• “福利 ” (중국어) 

• “lợiích” (베트남어)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https://www.lawhelp.org/
http://keepyourbenefits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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