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건 영양 프로그램 등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2020 년 1 월 업데이트)

메디케이드, CHIP, 마켓플레이스 보험(‘오바마케어’), 학교 급식, WIC 및 SNAP(‘푸드
스탬프’)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러한 보건 영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귀하의 이민 지위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귀하가 가족을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나의 그린 카드 인터뷰는 미국에 있습니다. 자녀가
보건 또는 영양 지원을 받으면 부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집니까? 아니요. 자녀가 받는 보건
및 영양 혜택이 귀하의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격을 가지는 혜택
프로그램의 등록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받는
혜택은 귀하가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다릅니다.
자녀의 신청서에 귀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귀하가
본인을 위한 혜택을 신청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위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예, 일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위한 혜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서 작성 시 가족 모두의 소득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혜택만 신청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나 귀하의 이민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사용한 혜택을 정부에
상환해야 합니까? 아니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현재 받고 있는 경우,
가족이 향후 이러한 혜택을 상환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녀의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이민집행국에서 사용됩니까? 아니요. 귀하가
신청서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귀하 자녀의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이
정보가 이민집행국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빙 서류가 없는데 귀하의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의 이민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본인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언급해야
합니다.
이 민 자 는 더 이 상 메 디 케 이 드 또 는 ACA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자격이 있는 이민자는 지금도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메디케이드 또는
보조금에 의한 보험을 포함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건강 보험에 관한
법을 발표했지만, 이는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귀하 또는 가족이 미국 밖에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사례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려면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에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