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migrantguide.ca.gov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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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공적 부조 (public charge)” 결정에 대한 연방 변경 사항 및 공공 혜택 이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최종 규칙은 연방 이민국 공무원이 개인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그린

카드 소지자라고도 함)가 되기 위해 신청할 때 공공 혜택 수령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 최종 규칙을 2022년 9월 9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려면 미국 이민국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최종 규칙 및 

공적 부조에 관한 더 일반적인 질문은, 개인들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 조직의 목록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국 웹사이트 에 나와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이제 이민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료, 음식 및 주택 지원, 그리고 더 많은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최종 공적 부조 규칙은 연방 정부가 공적 부조 검토에서 다음과 같은 이전 또는 현재의 공공 혜택

수령만을 고려할 수 있도륵 허용합니다:

1. 저소득자 생활 보조금 (SSI);

2.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 (TANF, 캘리포니아에서는 CalWORKs라고 함 )에 따른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3. 소득 유지를 위한 주, 부족, 영토 또는 지방 현금 혜택 프로그램 (종종 “일반 지원”이라고 함); 또는

4. 정부 비용으로 장기 요양 시설 치료. (예를 들어, 전문 요양 병원 입원의 경우).

2.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 부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그린 카드 소지자) 및 기타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이민자 그룹에는 난민, 망명자,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 임시 보호 신분을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사람들, T 및 U 비이민자(인신매매 및 기타 특정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범에 따른 자가청원자 뿐만 아니라 특정 쿠바인 및 아이티인 입국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최종 규칙에 따르면, 최근 아프카니스탄 및 우크라이나 

가석방자를 포함하여 연방 난민 재정착 자격이 있는 특정 개인들은 여전히 공적 부조 대상이 되지만 이들이 

받는 재정착 혜택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공적 부조 안내서 
2022년 9월

업데이트: 연방 정부는 공적 부조 신청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위한 공공 

혜택 이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최종 공적 부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public-charge-contact-list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public-charge-contac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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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공공 혜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최종 규칙에 따라 연방 정부는 공적 부조 결정의 일부로 공공 혜택의 사용을 검토할 때 직접 신청인 또는

혜택의 목록에 있는 수혜자로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받은 혜택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귀하의 공적 부조 결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부모가 가족 기반 청원을 통해 그린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시민 자녀가 받는 현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 이해하기. 

오랜 연방 정책에 따라, 연방 정부는 비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개인의 전체 상황에 근거하여 “공적 

부조” (생계를 주로 정부에 의존하는 개인으로 정의됨)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된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그린 카드)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소득, 연령, 건강, 

가족 상태, 교육 및 기술, 재정 상태, 자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후원자의 증빙 서류 (재정보증 진술서라고 

함)와 같은 공공 혜택 수령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최종 공적 부조 규칙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그린 카드를 취득하는 장벽을 완하하기 위해 고려되는 공공

혜택의 유형을 제한합니다. DHS는 교육, 소득, 재정보증 진술서 또는 연방 정부에 대한 보증채권 예치와

같은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민자가 정부 비용으로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거나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자가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음식 및 기타 많은 공공 혜택은 공적 부조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이 최종 규칙은 대부분의 공공 혜택 프로그램의 이용은 고려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 캘프레쉬(CalFresh) 또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 학교 급식

• 메디-캘(Medi-Cal)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장기 요양 시설 치료 (전문 요양원 치료라고도 함)의

경우 제외)

•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

• 메디케어(Medicare)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또는 검사/치료

•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 연방 공공 주택 및 섹션 8 지원

•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WIC 프로그램

• 재해 지원, 팬데믹 지원, 유틸리티 지원, 보육 지원

• 자녀 세금 공제 (CTC) 또는 근로 소득 공제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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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정책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새 정책은 개인이 공공 혜택 신청 자격과 수혜 여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떤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귀하 거주 지역 서비스 기관 을 방문하거나 www.benefitscal.com

을방문하십시오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으십시오. 

관련된 개인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이 규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얻든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이민 또는 공공 혜택 전문변호사가 귀하의 

개별 상황을 기반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특정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 목록은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국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ss.ca.gov/county-offices
www.benefitscal.com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public-charge-contact-list
https://immigrantguid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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