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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담에 대한 안내사항 

본 안내문은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상의 각종 

변경사항과 관련, 자신들의 이민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2년 12월 19일 

2021년 3월 9일부로, 그 동안 확대되어왔던 연방 공공 요금 규정적용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 미국영토 내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 이민자들은 공공 보건, 영양, 주거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이민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8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공공요금"의 본래개념이 

원상복구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신규규정은 2022년 12월 23일 이후 모든 이민신청건에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행정령 제 14012 에 의거,  

1999년 임시 현장 지침에 명시된 다음 공공요금 정책을 새로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999년 공공요금 규정이 이제 적용되지만 다음을 기억하세요: 

• 다수의 비시민권자들은 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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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의 다음 공공요금 관련자료 웹페이지 를 

클릭하세요. 

공공요금 규정은 각종 공공혜택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특정 비시민권자는 공공요금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 영주권 갱신중인 이들을 포함한 미국 영주권자들; 

• T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U (범죄활동 피해자) 신분을 인정받기 원하는 

비시민권자들; 

• 임시 보호 상태(TPS)를 원하는 신청자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2/05/2021-02563/restoring-faith-in-our-legal-immigration-systems-and-strengthening-integration-and-inclusion-effort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1999-05-26/pdf/99-13202.pdf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public-charg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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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따른 자격을 갖고 신청하는 이들; 

• “특별 이민자 청소년”으로 지정된 이들; 

• 군사적 목적에 따른 가석방(PIP)을 원하는 지원자들. 

어떤 공익 프로그램이 공공요금으로 계산되나요? 

이제 공공요금법에서는 다음 유형의 프로그램들만 고려됩니다: 

•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임시지원책(TANF, 월간 현금 혜택) 

• 기타 주, 부족, 지역 또는 지역 현금 지원 프로그램("일반 지원") 

• SSI (보조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 요양원이나 정신 건강 시설과 같은 장기 요양 기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부프로그램. 

공공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수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 목록과 같은 많은 혜택은 확실히 보장되며, 공공요금 부담대상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리건 보건 계획(OHP)의 적용 범위: 

o 21세 미만 청소년(즉, 메디케이드, 

(CHIP) 및 커버 올 키즈) 

o 임신한 성인(즉, 메디케이드 및 

시민권 면제 의료 플러스 또는 

(CWM) 플러스)을 위한 각종 혜택 

- 산후보장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됨. 

o 24-56세의 사람들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가령 “CWM” ) 

o 다른 모든 성인용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및 더 건강한 

오리건) 

• 인구재생산을 위한 건강 보장 범위 

• 오리건 마더스케어 프로그램 

• 팬데믹 (EBT)를 포함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식품 

스탬프 

• 공공주택 및 섹션 8 보조 주택   

• 섹션 8 임대 지원(예: 주택 선택권) 

• 여성, 유아 및 어린이(WIC)(5세까지의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양 

지원) 

• COVID-19 검사, 관리 및 백신 접종 

• 푸드 뱅크 또는 푸드 박스 송출음식 

• 재해 또는 긴급 지원 또는 혜택 

• 메디케이드가 적용하는 

장애인교육법(IDEA)의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서비스. 

• 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기반 건강 서비스 

• 조기 헤드스타트 및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그리고 오레곤 

유치원들이 마련한 프로그램 

• 무료 혹은 할인 학교급식 프로그램 

• 퇴직자용 사회보장 프로그램 

• 의료보장 프로그램 

• 의료보험보장 제 4부 (Part D) - 

저소득 보조정책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 

• 노인 미국법(OAA) 프로그램. 

• 노인 및 장애인 지원용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예: 오리건 프로젝트 독립) 

• 실업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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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지원되는 상업용 건강보험료 

보조금 

• 고용관련 탁아시설 보육료 

• 기타 위에 나열되지 않은 각종 건강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

공공혜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공공요금 부담을 누군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요금 부담여부 파악: 

• 공공프로그램 수혜대상 여부 뿐 아니라 비시민권자가 처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 연방 이민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시민권자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o “나이, 건강, 가족 상태, 자산, 자원, 재정 상태, 학력 및 기술능력.” 

o 비시민권자를 대리하여 작성 및 제출된 양식 I-864(지원서 진술서) 내용, 그리고  

o 현금 지원 및 정부가 지급하는 장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거 혹은 현재 수령액 

규모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 오리건 공공복지 핫라인 1-800-520-5292로 전화하시거나,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이민 법률서비스 디렉토리 에서 검색하세요. 

• 귀하 지역에 위치한 개인용 이민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보세요. 

• 일부 오리건 주민들은 오리건주 평등위원회(Equity Corpus)를 통해 포틀랜드 이민 

법원에서 무료수혜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주택, 양육권, 이혼, 고용, 피해자 권리 등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려면 

오리건주 법률지원청의 비영리 법률서비스부 혹은 오리건 주 변호사 소개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를 통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http://www.ailalawyer.org/
https://equitycorps.org/obtain-help/
https://oregonlawhelp.org/find-legal-help
https://www.osbar.org/public/ris/
https://pifcoalit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