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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2년 11월 22일부로 최신이며 정확합니다. 
 

1. 공적부조란?   

공적부조는 생계 지원에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이민법 용어입니다. 
 

“공적부조”는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누구의 입국을 허락할 것인지, 누가 특정 임시비자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누가 영주권이라고도 알려진, 합법 영구 거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cy, LPR)을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 합법 영구 거주자(LPR)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공적부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방 정부에서 어떠한 경우에 공적부조를 사용하나요? 

공적부조는 한정된 경우의 합법 이민 사례에 적용되며, 이민 절차 중 특정 시점에서만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10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심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 미국 입국 신청자 

• 합법 영구 거주자가 되기 위한 이민 신분 조정 신청자 

• 연속 6개월이 넘게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합법 영구 거주자 

 

3. 공적부조 규칙이 변경되었나요? 

2022년 9월 8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몇 가지의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이민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신규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적부조 하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확장함으로써, 1999년도부터 자리잡고 있던 실행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 옹호자들이 동원하여 이민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들의 권리와 이들에게 가용한 서비스에 대해 알렸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잠시 동안만 

시행되었으며, 법원에서 이를 막은 뒤,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되었습니다.   
 

4. 이것이 이민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 자격을 갖춘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은 보건, 영양가 및 주택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디-칼, 칼프레쉬, 공공 주택 또는 섹션 8 바우처 임대료 지원의 사용이 이민자의 합법 영구 

거주권 신청 또는 미국 입국에 감안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백신을 포함한, COVID-19에 대한 이민자의 치료 또는 예방 서비스도 공적부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5. 계속해서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는 프로그램은? 

합법 영구 거주권 또는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는 프로그램은 오직: 

• 칼웍스, 일반 부조(General Assistance, GA)와 부가수입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같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메디-칼 지원의 시설적 장기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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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혜택의 이용만으로 공적부조의 가능성이 높다는 자동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감안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6. 듣기로는, 칼프레쉬를 받으면 합법 영구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칼프레쉬의 수혜는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7. 듣기로는, 메디-칼을 받으면 합법 영구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메디-칼의 수혜는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8. 듣기로는, 공공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바우쳐 또는 기타 임대 지원을 받으면, 합법 영구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공공 주택에 거주, 또는 주택 바우쳐나 기타 임대 지원의 수혜는 공적부조 심사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9. 본인은 혜택을 받지 않지만 자녀가 받는 경우, 자녀의 혜택 이용으로 인해 본인의 합법 영구 

거주권 신청이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자녀를 대신한 수혜는 합법 영구 거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최종 공적부조 규정이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다음 범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 귀화 미국 시민 

• 합법 영구 거주자  

• 난민과 망명자  

• 특별 이민자 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 U-비자와 T-비자 소유자 

•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자기청원자 

•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특별 이민자 

• 다음에 의해 구호 받는 자:  

o 쿠바 조정법(Cuban Adjustment 

Act, CAA) 

o 니카라과 조정 중미 

구호법(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 

NACARA) 

o 아이티 난민 이민 공정화법(Haitian 

Refugee Immigration Fairness 

Act, HRIFA) 

각 이민 사례는 독특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계속해서 공공 혜택의 이용이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는 고객과 대중의 일원에게 베이 에리아 법률 보조(Bay Area 

Legal Aid) 무료 법률 상담 전화에 1(800)554-5554로 연락하도록 장려합니다. 모든 언어로 

가용한 지원이 있습니다. 

 

11. 귀화(시민권) 신청에 공적부조 심사가 사용되나요? 

아니요. 귀화(시민권) 신청에는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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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의 이민 신분 또는 공공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개인 및 가족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비영리 이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언을 얻도록 장려합니다 

• 아시아계 태평양 섬주민 법률 지원(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510) 251-2846 

• 베이 에리아 법률 보조(Bay Area Legal Aid) 1 (800) 551-5554 or (510) 250-5270  

• 이스트베이 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East Bay) (510) 768-3100 

• 센트로 리걸 데 라 라자(Centro Legal De La Raza) (510) 437-1554 

• 이스트베이 지역사회 법률 센터(East Bay Community Law Center) (510) 548-4040 

• 이스트베이 국제 기관(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East Bay) (510) 451-2846 x 301 

13. 공공 혜택에 대한 적격성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의 공공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규칙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및 가족 

대상의 적격성 요건은 예전과 같습니다. 신규 공적부조 규정 전과 같이, 사회 복지 

서비스기관에서 계속해서 모든 신청과 갱신을 진행하고, 적격자와 적격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4. 현재 공공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민 신분이 계류 중인 사람과 가족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각 이민 사례는 독특한 사정을 지니며, 어떤 두 사례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시점에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에게 법적 지도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5.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이 이들의 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나요?  

사회복지기관이 제공받은 정보는 오직 수혜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위해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공공 혜택 

신청에 제공된 정보를 사회복지기관에서 연방 정부에 검증해볼 수 있지만, 오직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기관에서는 수혜 신청을 하지 않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자의 정보만 공유합니다. 
 

16. 수혜를 중단할 경우,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례 정보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주정부 및 지방 컴퓨터 시스템에 모든 사례의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기록에 계속해서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17. 공적부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 수혜 신분 카드(Benefits Identification Card)  

• 이민자 가족 보호하기 

• 국민 이민법 센터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 미국 이민국 공적부조 자원 
 

18. 계속해서 공적부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나요? 

예. 사회복지기관의 이민자 관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업데이트된 이민 자원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keepyourbenefits.org/en/ca/
https://pifcoalition.org/
https://www.nilc.org/issues/economic-support/pubcharge/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more-services/immigration-services/immigration-services-contractors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public-charge-resources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about-us/Government-and-Community-Relations/programs-and-initiatives/immigrant-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