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of Refugee and Immigrant Assistance (난민 이민 지원국)
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 (경제서비스 행정국)

공공 혜택에 관련된 이민 규정 변경에
대한 중요 정보
연방정부는 특정 공공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비자, 영주권, 미국 입국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부담 (public charge) " 규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미국 대법원 (Supreme Court) 은 규칙의 시행을 인정하였으며 미국시민권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은 2020년 2월 24일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가정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주 보건사회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DSHS 는 지속적으로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적 부담이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은 각기 다르며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본인과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새 규칙은 미국 시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한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새 규칙은 난민과 망명자, 미국 이민자, 아프간 및 이라크 특수 이민 비자 소지자, 쿠바/
아이티 입국자, 인도주의적 망명자, 인신매매 피생자(T-비자), 범죄 피해자(U-비자),
특수 이민 청소년 또는 VAWA(여성 대상 범죄법) 본인 탄원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 규칙은 다양성 비자 이민과 갱신 신청, 미국 비자의 변경이나 연장 등 합법적인 영주권
(그린카드) 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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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 계속

	많은 공공 혜택이 새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새 규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가정은 안심하고 자격을 가진 혜택을 계속 이용하도록 합니다.
–	새 규칙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 장기 의료적 보호, 일부 연방 헬스케어, 영양, 주택 혜택을
고려할 것입니다. 상세한 혜택 목록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새 규칙은 다른 연방 혜택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WIC, CHIP, 학교 점심, 푸드
뱅크, 보호소 등이 포함됩니다.
–	비 현금 주 및 지역 혜택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규칙은 2020년 2월 24일 이후의 소인이 찍힌 지위의 조정, 체류 연장, 영주권 신청에
적용됩니다.
	규칙은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받은 혜택에 적용됩니다. 규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
날짜 전에 받은 혜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동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혜택 이용은
개인의 영주권 또는 미국 입국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공공 혜택이 이민자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주지사 웹사이트 (https://www.governor.wa.gov/issues/
issues/safe-communities/immigrationand-refugee-resources)에 제시된 조직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조직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EAR 직통전화: 1-888-201-1014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NWIRP, Northwest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	NWIRP Seattle 사무실: 206-587-4009

–	NWIRP Yakima Valley (Granger) 사무실: 509-854-2100
–	NWIRP Wenatchee 사무실: 509-57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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