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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보고서
국토안보부는 기존 영주권에 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메디칼서비스와 소셜 서비스를 받는 노동자 및 저소득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불리할 수 있는 법령을 채택하기로했습니다. 이 법령은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있지만, 대중 논평이 가능한 연방 공보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비자 신청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 이러한 변화는 현 영주권자, 비자 신청자 및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자 (T-비자, U-비자 제외),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지만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 제외되는 자: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을 받은자, 난민, 망명자, T-비자 또는 U-비자 신청자/보유자,
여성 폭력 법률 (VAWA)에 의해 본인이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보호 난민 그룹은 본 법령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 현역 군인 및 그 배우자와 아이들, 또는 예비군도 본 법령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본
법령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약 본 법령이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보십시오. 반드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초안과는 달리, 본 법령은 사회수당을 받는 배우자, 부모, 또는 미국 시민권 자녀를
가족으로둔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 가능자”로 지정되는 경우, 이민자는 매우 제한적인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부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 가능자”로 지정되면, 이민자는 “생활보호 대상 가능자”
추방 명령을 유예하기 위해 최소 $10,000의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민자가 어떤 현금성/비 현금성
수당을 받을 경우, 이 보석금은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현 법령은 비 현금성 수당
혜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비 보호시설 거주혜택은 예외로 함).

개정될 법령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회 복지 수당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
●
●
●
●
●
●
●
●
●
●
●

SNAP (푸드스탬프)
SSI (생활보조금)
TANF (부양 가족 임시 보조금)
생활보조를 위한 주/지역 현금 수당 프로그램
생활보조를 위한 기타 연방 사회 수당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응급진료가 아닌 메디케이드, 또는 해외에서 태어났으나 미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미
시민권을 받은 어린이들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 보조금
장기요양 수당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섹션 8 프로젝트-임대 보조
공영주택
면제되지 않은 모든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의 사회 수당 프로그램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것인가?: 일단 본 법령이 연방 공보 홈페이지에 공포되면, 저희는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가 당초 가족의 분리를 가능토록한
최근 법령 개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할것 입니다. 우리는 또한 귀하가 이러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부탁하기를 권장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타
다른
정보나
어디에
귀하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하시면,
http://www.asiaohio.org/publiccharge/ 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ASIA의 언론 발표를 보기를 원하시면,
http://www.asiaohio.org/2018/09/24/asia-inc-issues-statement-opposing-proposed-public-charge-regulation/ 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Public Charge Community Fact Shee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poised to issue a rule to make working class and low-income immigrants who
participate in medical and social service programs ineligible to receive a green card. The proposed rule has been issued on the
DHS website, but it has not yet been published onto the Federal Register website for public commenting.
Would impact LPRs, Visa Seekers, and Green Card Holders: The possible changes will affect people who are applying to be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 or have a Green Card), who are applying for a visa into the country or an adjustment of a visa
status (excluding T-visa and U-visa applicants/holders), or who are LPRs but have been out of the country for more than 6 months
and are seeking to come back to the U.S.
The rule does not include: people who are applying for citizenship, have become citizens, as well as refugees, asylees, T-visa or
U-visa applicants/holders,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self-petitioners, and other protected immigrant groups. It also
does not apply to active-duty U.S. military members and their spouse and children, or Ready Reserve. This rule may apply to
others on a case-by-case basis. If you think this may impact you, please see an immigration attorney. You should only rely on
advice from an attorney who is trained to apply the law to the specific facts of your case. Unlike earlier draft versions of the rule,
the actual rule will not penalize people whose spouses, parents or U.S. citizen children rely on benefits.
Alternatives if DHS finds an immigrant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An immigrant has very limited alternatives if DHS
decides he/she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f DHS agrees to allow it, an immigrant may post a bond of at least $10,000
to overcome a negative decision on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If the immigrant receives any of the listed cash/non-cash
assistance, then the bond will be considered breached.
The current rule does not consider non-cash benefits with the exception of people who are institutionalized at government
expense. Under the proposed rule, benefits counted against immigrants include:
● SNAP (food stamps)
● SSI
● TANF
● State/local cash benefit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 Other federal benefits programs for the purpose of income maintenance
● Medicaid, but n ot emergency Medicaid, or Medicaid benefits received by foreign-born children who will derive
citizenship from their U.S. citizen parents.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 Benefits provided for long-term care
●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 Public Housing
● Any federal, state, county or city benefit program that is not specifically exempted
What can you do?: Once the rule is published on the Federal Register website, we are asking everyone to submit a public
comment to let the Trump Administration know that we do not agree with its latest changes to the rule that will initially separate

families. We are also asking that you share this information with others, and ask them to submit a public comment as well. For
more information on public charge, and to know where you can submit a comment, please visit
http://www.asiaohio.org/publiccharge/. To view ASIA’s press release statement, please visit
http://www.asiaohio.org/2018/09/24/asia-inc-issues-statement-opposing-proposed-public-charge-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