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이란 무엇인가?
공적부담은 미 연방 이민법의 제도이며, 연방
기관은 심사 대상자가 정부의 지원비에 의존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적 부담 규정은 2019. 10. 11.부터
효력이 중지됩니다
최종 규정에 따른 변경 일정
미 연방정부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공적부담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변경합니다. 규정에 따라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민국은 재정 상태, 건강, 연령,
영어 구사 능력 등의 특정 항목을 세부적으로
심사합니다.
- 메디케이드 (응급 메디케이드, 임산부 및
21세 이하(자녀, 모친, 유아)의 메디케이드,
장애인 교육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외)
-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BT” 또는
“푸드 스탬프”)
- 공공 임대 및 Section 8 주거 지원 프로그램
- 현금 지원(TANF, SSI, 일반 지원)

미국 외 지역에서 입국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를
담당하는 이민국은 이미 수입, 이민자 정보 및
후원자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 내용은 미 연방정부가 결정한
이민 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
본인의 가족에 맞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원
• 연방 법원의 다양한 법원 명령은

최종 규정의 효력을 중지합니다. 이
법원 명령은 번복될 수 있지만
규정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발표되면
알려 드릴 것입니다.

• 일리노이 주 당국은 미국 외

지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시민,
미국 영사관 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이민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해당하는 보장 혜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합니다.

• 가족별 공적부담(Public Charge) 분석
방법은 다르며,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정부가 제안하는 변경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은
다양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 이민
변호사로부터 개인별 상황에 따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비영리 기관에서도 법적 조언을
포함한 도움을 드립니다.

지역별 지원 기관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www.immigrationadvocates.org/
nonprofit/legaldirectory or
www.icirr.org/ifrp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이민 가정 보호 pifillinois@povertylaw.org
AIDS. Foundation of Chicago, Asian Human Services, Elevate Energy, Erie Family Health Center, DuPage Federation, 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 Health & Medicine Policy
Research Group, Healthy Illinois Campaign, Housing Action Illinois, Illinois Chapter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Illinois Coalition for Immigrant and Refugee Rights,
Latino Policy Forum, Legal Aid Society of Metropolitan Family Services, Legal Council for Health Justice, National Immigrant Justice Center, Ounce of Prevention Fund, Shriver
Center on Poverty Law, University YMCA

공적부담:
본인에게 적용되나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까?

다음 상태 중 하나를 신청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갱신, DACA 갱신 또는 TPS, U
또는 T 비자, 망명 또는 난민, 또는 특별 이민
청소년

귀하의 가족이 미국 내 지역에서
그린카드 또는 비자를 신청합니까?

귀하의 가족이 미국 외 지역에서
그린카드 또는 비자를 신청합니까?

공적부담 및 본 규정과 관련한 변경 내용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에 머물
경우, 미국 내 재입국 시 공적부담 테스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공적부담은 여기에 명시된 범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아래 이민 자격 중 한 가지를
신청한 경우 자격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
nonprofit/legaldirectory or [http:/www.icirr.org/ifrp

심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www.immigrationadvocates/nonprofits/legaldirectory [5또는r
www.icirr.org/ifrp

업데이트 정보 및 리소스 또는 무료 공적부담 101 교육 또는 웨비나에 등록하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pifillinois@povertylaw.org
본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