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합법적으로 영구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향후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적 부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은 연령, 소득, 건강, 학력이나 기술, 가족 상황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합니다. 고려대상에는 가족 구성원 또는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이 
신청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종류의 공공 혜택만 고려합니다. 

1.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예: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지원

(TANF), 일반 지원

2. 정부가 비용을 대는 장기 시설 요양(예: 요양원).

일부 가족은 공적 부조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자신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정부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이나 이민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란 무엇인가요?

공적 부조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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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치료 및 백신

● 전염병 재난지원금(EIP)

●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 여성, 유아 및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 무료 또는 할인된 학교급식

● 일반급식  또는 무료급식

● 메디케이드 및 기타 헬스 케어(장기 
요양 지원은 제외)

●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 섹션 8 및 공공주택

● 보호소

● 근로 소득 및 자녀 세액 공제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께는 공적 부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 연령, 
건강, 학력, 기술, 가족 상황 및 초청인의  재정보증서  등을 고려한 후 신청인이  
향후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하는  유일한 종류의 혜택은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지불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신청인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지불되는  현금은 제외. 다만, 이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는 예외) 및 장기 시설 요양(예: 정부가 
비용을 대는 요양원)입니다.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이민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나요? 
시민권을  신청하시거나 , 영주권을  갱신하실  때는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6개월 이상 출국할 때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외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보호신분 (TPS), U 또는 T 비자 소지, 망명이나  난민 신분 또는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 향후 신청할 계획인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께는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이러한 이민 
신분이거나  향후 신청할 계획이면  자격이 되는 기타 정부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적 부조 리소스에  대한 전체 USCIS 개요를 보려면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
arge/public-charge-resources 를 방문하세요 .

더 많은 리소스를  보려면 pifcoalition.org 를 방문하세요 .

무료로 맞춤형 심사를 받아보세요 . 를 방문하세요 . www.keepyourbenefits.org.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 
공적 부조는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이 되는 기타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적 부조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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