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공적 부담(Public Charge)

2019년 8월 21일 최종 업데이트
본 정보는 법적 조언이 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예비 정보이며 추가 정보가 제공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배경: 2019년 8월 12일, 미 국토 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의된 변경은 공적 부담 심사 시 고려되는 공공 혜택 유형의 확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공적 부담"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일한 공공 혜택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Medicaid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영양 지원(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 주택 지원(공공 주택 및 섹션 8), 임신하지 않은 21세 이상 성인의 비응급
Medicaid를 포함하도록 혜택 목록을 확대합니다.
오리건 주의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규정은 변동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이민자는
공적 부담에서 면제 대상입니다(현행 및 신규 규정 모두 적용). 당국은 이러한 연방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오리건 주민에게 우려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공적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과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란 무엇입니까?
“공적 부담” 또는 “공적 부담 심사”는 이민국 관리가 개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신분(예: 그린 카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적 부담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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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 관리가 개인의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이 향후 현금 지원
또는 장기 요양을 위해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15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민국 관리가 또한 다음 혜택 중 하나 이상의
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공공 주택 또는 섹션 8 주택 지원

•

임신하지 않은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비응급 Medicaid(산후 60일 동안의 산모 예외)

이민국 관리는 개인의 나이, 건강, 가족 및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을 고려합니다. 이민국
관리는 해당 개인이 향후 공적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인의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 부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적 부담은 오직 다음을 신청하는 개인의 경우에 고려됩니다.
•

미국에 입국하는 개인

•

비자를 연장하는 개인(이들 개인은 이미 미국에 거주함)

•

합법적 영주권자(예: 그린 카드 소지자)가 되기 위해 신분을 조정하는 개인

•

연속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재입국하는 그린 카드 소지자

공적 부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미국 시민 - 미국에서 출생한 개인 및 귀화한 개인 모두

•

미국 시민권 신청 등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예: 그린 카드)을 취득한 이민자

•

인도주의적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분을 가진
이민자는 공적 부담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o 난민
o 망명자(신청 중에 있는 개인 포함)
o 임시 보호 상태
o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청원자(Self-Petitioner),
일부 예외의 경우 제외
o 일반적으로 T 또는 U 비자 소지자
o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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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정 가석방된 개인 및 기타 여러 범주의 비시민권자
•

현역 군인과 그 가족

오리건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 현행 공적부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및 빈곤 가정 임시 지원
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포함한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현금 보조 프로그램

•

Medicaid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

오리건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 신규 공적부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임신하지 않은 21세 이상 성인의 비응급 Medicaid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및 빈곤 가정 임시 지원
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포함한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현금 보조 프로그램

•

섹션 8 주택 임대 지원(주택 선택 바우처)

•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주택 및 정부 보조 주택

응급 Medicaid(즉, 내/외국인 규정면제 응급 의료(CAWEM))는 신규 규정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오리건의 다른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 신규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오리건 주의 Cover All Kids 프로그램

•

오리건 주의 생식 건강 프로그램(Reproductive Health program)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

Medicaid 프로그램은 21세 미만 당사자 또는 임산부(산후 60일 포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 자금을 지원하는
Medicaid 보장 특수 교육 서비스

•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여성, 유아 및 어린이(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보충 영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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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주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제공되는
민간의료보험 보조금

•

학교 기반 건강 서비스

•

무상 및 할인가격 학교 급식(Free and Reduced School Lunch) 프로그램(SNAP를 통한
본 프로그램 추천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려될 것입니다).

•

미국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프로그램

•

오리건 자립 프로젝트(Oregon Project Independence) 프로그램과 같은 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

Medicare Part D 저소득 보조금(LIS)

공적 부담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다수의 이민자는 공적 부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o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o 가족이 이용한 혜택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산정되지 않습니다.

•

오리건 건강 보험(Oregon Health Plan)과 같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o 2019년 10월 15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o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 새로 영향을 받는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공적 부담 심사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공적 부담은 해당자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공 혜택을 이용할 것
같다'와 같은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에 더
무게를 둡니다.

•

공적 부담 심사는 복잡합니다. 모든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가구 내에 어떤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전, 사실에 기반하여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케이스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귀하 또는 가족에게 공적 부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o https://oregonimmigrationresource.org/resources/에서 이민 변호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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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 혜택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오리건 법률 센터 및 법률 지원(Oregon
Law Center and Legal Aid)의
공공 혜택 핫라인 800-520-5292로 문의하십시오.
•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o 연방법과 주법은 공공 혜택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o 오리건 주에서는 연방 이민 목적으로 해당인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제한된 예외(예: 판사가 서명한 영장)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다음 프로그램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오리건 주택 및 커뮤니티 서비스(Oregon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s)
•

Ariel Nelson, 정부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Ariel.Nelson@oregon.gov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Cynthia Stinson, 입법관계부(Legislative Relations Unit),
Cynthia.J.Stinson@dhsoha.state.or.us

오리건 보건 당국(Oregon Health Authority)
•

Jeannette Taylor, 정부 관계 담당자,Jeannette.T.Taylor@state.or.us

오리건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Oregon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

Chiqui Flowers, 행정관,Chiqui.l.Flowers@oregon.gov

이 문서는 다른 언어, 대형 인쇄체, 점자 또는 선호하는 형식의 문서로도 제공됩니다. 전화 503945-6691또는 이메일 OHA.ExternalRelations@state.or.us 으)로 Contact Oregon Health
Authority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중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711번으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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