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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선택하기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은 모든 이민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정책의 새로운 변경
사항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많은 사람과 조직이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잘
아는 이민 변호사는 여러분의 특정 상황을 토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도 법률
상담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미국 입국을 위해 그린카드(법적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해당자가 미래에 특정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이민국 직원은 해당자의 환경을 모두 검토합니다. 검토 항목에는 나이, 수입, 건강,
교육 또는 기술(영어 실력 포함), 후견인의 지원 진술서 또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해당자가 특정 공공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HS의 새 생활보호대상자 시험 고려 항목: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EBT" 또는 "식품구입권")
연방 공공 주거 및 연방 헌법 8절에 따른 지원
메디케이드(응급 서비스 제외, 21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엄마)
현금 지원 프로그램(SSI, TANF, 일반 부조)
새 규칙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명시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는 생활보호대상자 시험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WIC,
CHIP, 학교 급식(점심), 푸드 뱅크, 보호소, 주/지역 의료건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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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가족이 미국 시민이십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그램에 계속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와 가족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권을 갱신했거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생활
보호 대상자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출국할 계획인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기에 신청
중이십니까? TPS, U 또는 비자, 망명 또는 난민 상태, 특별
이민 유소년 상태
생활 보호 대상자 테스트는 아래 목록에 나열된 상태 중
하나에 신청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이민 지위 중 하나의 신청 수속을 밟고 있다면,
자격이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반 그린카드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첫 페이지에 명시된 공공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만이
생활보호대상자 시험에서 고려됩니다. 여러분의 수입,
나이, 건강, 교육, 기술, 가족 상황, 후견인의 지원
진술서도 고려됩니다. 현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려면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
rectory/ 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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