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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적 부담이란 이민 공무원이 생활비를 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또는 캘리포니아의 CalWorks) 

또는 장기 양로원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영양, 주택, 교통 또는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 목록에 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Medicaid (Medi-Cal 라고도 함), 

Children '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Covered California 와 같은 장터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인 Advance Premium Tax Credit, 저소득 그리고 중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Food Stamp (캘리포니아의 CalFresh), 

그리고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이 포함됩니다.  

만약 바뀐다면, 누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나요? 

만약 바뀐다면, 영주권 신청자들과 6 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 

공적 부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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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민권을 받으신 분 

 

다음 분들을 포함한 특정 이민자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가정 폭력, 또는 다른 중범 죄의 생존자 (T 또는 U 비자 신청자/소지자)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신청자 

 Special Immigrant Juveniles (SIJ) 

 이외의 특정 이민자 

 

언제 바뀌나요?  

법이 바뀔지, 또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표 뒤 저희는 몇 달간 피드백을 제시하고 

변경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만약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귀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혜택을 이용하십시오. 지금은 아직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현금 보조 및 장기 요양원 

케어만이 공적 부담 검토 때 요인 중 하나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가요? 

이민국에서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 건강, 재산, 자원, 소득, 가족 

상태, 교육 및 기술 등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을 검토합니다. 결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공공 보조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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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건강과 복지가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Medi-Cal, CHIP, 

food stamps, WIC 와 다른 주택, 에너지 그리고 교통 복지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이용하십시오. 어떤 규정이 제안되어 

나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나중에 규정이 바뀌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규정이 바뀐 후에 

사용된 공공 혜택만을 검토하고, 바뀌기 전인 현재 사용중인 공공 혜택을 검토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런 의료, 주택, 

food stamp 같은 공공 혜택들이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중요하고 규정이 바뀌게 되면 있을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원 의원에게 이런 규정에 반대하라고 

요청하십시오. 편지는 길지 않아도 되며 귀하의 

언어로 쓰셔도 받아들여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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