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려 말고 의료 서비스 받으세요
공적 부조 문제가 걱정되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의료 서비스 받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NYC Health + Hospitals 는 귀하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데 전념합니다. 저희 재무 
상담사와 법률 파트너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고 공적 부조 규칙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칙의 영향  귀하가 취할 행동

NYC Health + Hospitals
에서 의료 서비스 받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공적 부조 
규칙에서 밝힌 공공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귀하가 공적 부조 규칙 적용 대상자라면, 
지금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이 나중에 이민 
신청을 할 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 말고 서비스를 받으세요!

메디케이드 망명자, 난민, 특정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및 임시 
보호 신분 (TPS) 수혜자는 공적 부조 규칙에서 
밝힌 공공복지 혜택이 아닌, 주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뉴욕 주민은 공적 부조 규칙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212-659-6188로 LegalHealth에 전화하여 
귀하의 이민 상황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아 
보십시오.

응급 메디케이드, 
임산부를 위한 
메디케이드, 필수 플렌, 
Child Health Plus, 또는 
조건부 의료 플랜

Child Health Plus 또는 기타 혜택에 
등록하는 미국 시민인 자녀의 부모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염려 말고 등록하세요!

NYC Care 또는  
H+H Options

NYC Care 와 H+H Options은 공적 부조 
규칙에서 밝힌 공공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염려 말고 등록하세요!

계속  

자신의 건강 보험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 경우 의료 플랜, 또는 NYC Health + Hospitals  고객 지원 센터 844-NYC-4-NYC  
(844-692-4692)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이나 가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LegalHealth의 공공 부조 핫라인,  212-659-6188로 전화하여 무료 기밀 이민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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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조: 저에게 적용되나요?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신분을 신청하고 

있거나 이미 그 신분을 획득한 경우: 

U.S. 시민권, T 또는 U 비자, 망명, 
난민, 청소년 특별 이민, 독자적 여성 
폭력 방지법 (VAWA) 청원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할 

계획일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할 

계획일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에 나가 있지 않은 한 공적 부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으로 있는 동안 받은 혜택은 다른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LegalHealth에서 이민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화: 212-659-6188
귀하는 여전히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거나,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 공공복지 혜택이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galHealth에서 이민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화: 212-659-6188
해외의 미국 영사관은 각기 다른 공적 부조 규칙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전문가에게 이민 상담을 

받고, 해외 미국 영사관에도 문의하십시오.









자신의 건강 보험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 경우 의료 플랜, 또는 NYC Health + Hospitals  고객 지원 센터 844-NYC-4-NYC  
(844-692-4692)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이나 가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LegalHealth의 공공 부조 핫라인,  212-659-6188로 전화하여 무료 기밀 이민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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