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담: 나에게 해당할까?
사회적 부담(public charge)은 누군가가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사회적
부담 규칙은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상태에 대한 최신 뉴스를 보려면 nyc.gov/publiccharge
를 방문하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00-354-0365번으로 ActionNYC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무료 상담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으려면 ActionNYC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익명이 보장되며 200여 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그린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의 지위 중 하나를 신청
중이거나 이미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T 또는 U 비자,
망명자, 난민, 특수 이민 청소년, VAWA
자기 청구인.

본인 또는 가족이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할
계획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미국 외부에서
그린카드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린카드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해 사회적 부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계획일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부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로 그린카드를 신청하시더라도 이 지위에서 받은
혜택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민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사회적 부담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하더라도, 받고 계신 공공 혜택은 테스트의
일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보호 지위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프로그램 또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프로그램을 갱신 중인 경우에도 이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 상담을 받으십시오.



미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그린카드 및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부담 규칙 및 지침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부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관한 최신 정보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가 없으시면, ActionNYC
핫라인에 800-354-036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 

사회적 부담: 걱정하지 말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세요
사회적 부담 규칙은 여러 차례의 소송에서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상태에 대한 최신 뉴스를 보려면
nyc.gov/publiccharge를 방문하거나 800-354-0365번으로 ActionNYC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사회적 부담의 영향

취할 수 있는 조치

의료 서비스는 사회적 부담 규칙에 명시된 공공
혜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서비스를 받으세요!

망명자, 난민, 특정 폭력 피해자 및 이미
'그린카드'를 소지한 분을 포함해 이민자 다수가
사회적 부담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edicaid 자격이 되는 대부분 뉴욕 주민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 Medicaid
(Emergency Medicaid),
임신 여성을 위한
Medicaid(Medicaid
for Pregnant Women),
Essential Plan, Child
Health Plus 또는 자격이
되는 의료 보험

이상은 사회적 부담에 명시된 공공 혜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등록하세요!

NYC Care, H+H 옵션,
병원의 자선 치료 또는 차등
지불제 적용 커뮤니티 건강
센터

이상의 서비스는 사회적 부담 규칙에 명시된
공공 혜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등록하세요!

NYC 건강 클리닉부
(NYC Department of
Health Clinics), NYC
보건병원협회(NYC Health
+ Hospitals), 커뮤니티
건강 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에서 의료
서비스 받기
Medicaid

사회적 부담 규칙에 해당하는 분은 지금 의료
서비스를 받아두면 나중에 이민 신청 시 자격을
강화해줄 것입니다.

DACA 수혜자는 Medicaid(주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공공 요금 규칙으로 식별되는 공공
혜택이 아님) 자격에 부합합니다.

ActionNYC 핫라인에 800-354-0365번으로
전화해 이민 상담을 받으십시오.

자녀를 Child Health Plus 또는 기타 혜택에
등록하는 부모님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ActionNYC 핫라인에 800-354-0365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핫라인은 익명이 보장되며 200여 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회적 부담 규칙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800-354-0365로
ActionNYC 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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