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민법: “공적부조”에 대한 이해 늘리기

본인의 권리를 알고계세요!

지역사회 자원:

• 베이 에리아 법률 보조 (510) 663-4744
•
•
•

이스트 베이 카톨릭 자선단체 (510) 768-3100
이스트 베이 지역사회 법률 센터 (510) 548-4040
이스트 베이 국제기관 (510) 451-2846

이민 절차에 “공적부조”가 본인에게 해당되나요?
다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
➢

시민
합법 영구 거주자
난민
망명인
인신매매 피해자
T- 비자 신청자

➢
➢
➢
➢
➢
➢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자 및 소유자
여성 폭력방지법 (VAWA)을 통한 청원자
임시 보호 신분 신청자 및 재등록자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특별 이민자
특별 이민 아동 지위
다음 분류의 승인된 보조 수혜자:
➢ CAA, NACARA, HRIFA

본 리스트 이상, 추가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최종안에는 본 면제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내용은 단지 정보 제공의 의도를 둔, 부분적 리스트일 뿐입니다.

제 가족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목적으로 공공혜택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 공공혜택 신청 중 공유하신 정보는 오직 적격성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가족의 숙소와 끼니를 보장하고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계속하여 수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복지부, 정책 기획 및 평가 부서 (OPEP) 제공

공적부조 개정안이란?
2020년 1월 자료갱신

백악관 행정부가 이민절차에 사용되는 “공적부조”에 대한 정의를 연장하는
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생활보조에 관련되 주로 정부보조에
의지하게 될 경향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노란색 칸의 리스트는 심사과정
중 연방행정부가 감안하는 프로그램들의 세부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7일,
대법원은 공적부조 최종안을 중단했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본 최종안은 2020년
2월 24일 이후부터 유효할 것입니다.

공적부조와 공공혜택: 무엇을 의미하나요?
초록색 칸의 프로그램들은
공적부조 판단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계속하여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 메디-칼 (아동 및 임신부)
• 메디-케어
• 장애
영양가 지원:
• 여성, 유아 및 아동 대상
영양 보조 프로그램 (WIC)
• 학교 아침 및 점심
아동지원 서비스:
• 헤드스타트 어린이집
• 보육
• 공립 교육
직업 서비스:
• 실업수당
• 산재보상
• 연방 및 주 퇴직수당

신뢰도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여 밑 노랑색 칸
리스트의 공공혜택 수혜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늘리시길 권고합니다:

소득 보조금:
• 일반부조
• 부양아동가족부조 (CalWORKs)
• 연방 생활보조금 (SSI)
의료:
• 메디-칼 (성인)
영양가 지원:
• 칼후레쉬
주거지원:
• 섹션 8 바우쳐 주거지원
•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주거지원
• 공영주택

참고: 법무부가 “공적부조” 및 추방에 관련된 또 하나의 조항을 감안 중입니다. 이 초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본 정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전국 지원자들과 함께 주의깊히 관찰 중
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