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 공공 부조(Public Charge) 규칙
변경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2019 년 8 월 12 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공공 부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연기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2019 년 10 월
15 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이민 신청 및 신분 조정에 대한 공공 부조를
구성하는 조항이 확대됩니다.

“공공 부조”란 무엇입니까?
이민국 공무원은 미국 입국 허용 또는 미국 내 지위
조정을 판별하기 위해 100 년 이상 공공 부조
테스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공공 부조"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정의됩니다.

새 규칙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새 규칙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합니다:
공공 부조 테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부 프로그램이 고려됩니다.
➢메디케이드(임신 또는 21 세 미만 제외)
➢SNAP/푸드 스탬프
➢섹션 8 및 NYCHA 또는 버팔로 시립
주택 당국 등에서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 공공 주택 등과 같은 연방정부
주택 혜택
• 공공 부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득 수준 설정
• 영어 능력,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포함한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신청자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공공 부조"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스스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조 테스트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추가
혜택(SNAP, 메디케이드, 섹션 8).
• 신청자의 가족이 받은 혜택 – 신청자가 직접 받은
혜택만 살펴봅니다.
• Essential Plan, Child Health Plus, Qualified Health
Plans 또는 Advanced Premium Tax Credits 등 건강
혜택.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공공 부조
테스트를 받는 모든 사람:

• 미국 입국 신청(180 일 이상 부재 후 재입국을 원하는
법적 영주권자(LPR) 포함)
•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 LPR 상태 조정 신청
• 현재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
신청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 VAWA 셀프 신청자
• U 또는 T 비자 신청자/수령자
• 임시 보호 신분 신청자
• 난민 및 망명자
• 시민권 신청자
뉴욕 건강 프로그램 또는 섹션 8 또는 연방정부 공공 주택과
같은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
부조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시민과 제한된 범주의
비시민권자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공 요금 테스트가
귀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알아보려면 이민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연방정부 보조 주택에 거주하는 혼합
신분(mixed-status)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새 규칙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제안된 HUD “혼합 신분”
규칙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HUD 규칙은 혼합 신분
가족이 연방정부 보조 주택(섹션 8 및 연방정부 공공 주택
포함)에서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안된 HUD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규칙이 효력을 갖게 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연방정부 주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법률 서비스 및 추가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1 (800) 566-7636 번으로 뉴욕주 New Americans
Hotline 에 문의하십시오.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