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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담에 대한 안내 사항 
(본 안내문은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업데이트됨 

지난해 2021년 3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차별적 공적 부담 규정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미국 어디에서도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자들은 자신의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건강, 영양 및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래되고 매우 제한적인 공적 부담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만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 부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공적 부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 이민자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받는 대부분의 혜택은 이민자의 미국 공적 부담 심사 기간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공적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면제되는 이민자 유형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 + 망명자 

• LPR 카드를 갱신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이미 LPR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그린 

카드 소지자) 

• VAWA(여성 폭력 방지법) 자체 청원자 

T 또는 U 비자 신청자/소지자(인신매매, 

가정 폭력 또는 기타 범죄의 생존자 

일부) 

• 청소년 특별 이민자 

• 현역 군 복무 가족 및 기타 

현재, 공적 부담 규정은 이민자의 1 사용만을 고려합니다. TANF(월 현금 혜택), 2.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보조금(SSI), 3. 정부가 지불하는 장기요양 공적 부담 심사에서 그 외 다른 혜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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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록과 같은 많은 혜택은 안전하며 공적 부담 심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인 및 아동을 위한 Medicaid(OHP) 

• 산후 60일 된 여성을 포함하는 임산부를 위한 Medicaid(OHP) 

• 생식 건강 보장 

• 응급 Medicaid(CAWEM) 

• 오리건주의 Cover All Kids 프로그램 

• SNAP 식품 혜택(푸드 스탬프) 

• 공공 주거 및 섹션 8 보조금 지원 주거 

• WIC(여성, 유아 및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지원) 

• 특수 교육 

• 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기반 건강 서비스 

• 사회 보장 퇴직 

• 학교 급식 및 휴교 기간 식품 지원 프로그램(Pandemic EBT) 

• Medicare 

• 실업 보험 

• 푸드 뱅크 또는 푸드 박스의 식품 

• 직장 관련 아이 돌봄 

• COVID -19 검사, 치료 및 백신 접종 

• 재해 또는 응급 지원이나 혜택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 이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민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 https://oregonimmigrationresource.org/resources/?tab=legal-help 

• 법률 지원/오리건 법률 센터의 공적 혜택 핫라인 1-800-520-5292에 전화하여 공적 혜택/공적 부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다음을 확인하여 공적 부담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으세요. 

oregonimmigrationresource.org 및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https://oregonimmigrationresource.org/resources/?tab=legal-help
http://oregonimmigrationresource.org/
http://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