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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Q&A를 다음으로 교체합니다.
Q.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임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임시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에 나열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을
문서화해야 합니다(몇몇 사람은 안전망 지원만 받을 수 있음).
미국 비시민권자 또는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289조 규정을 적용받는 캐나다 출생
북미 인디언 또는
3. 인디언 자결 및 교육 지원법(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25
U.S.C. 5304(e)) 제4(e)조에 정의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연방 정부 인정 인디언
부족 구성원 또는
4. INA 제207조에 따른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5. INA 제208조에 따라 망명이 허용된 외국인 또는
6.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INA의 제243(h)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또는
INA의 제241(b)(3)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또는
7. 1980년 난민교육지원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 of 1980) 제501(e)조에
정의된 쿠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인 외국인 또는
8.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8 U.S.C) 1612(a)(2)(A)(V))의 제402(a)(2)(A)(i)(V)조에
설명된 대로 미국 이민자로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또는
9. 흐몽이나 하이랜드 라오스 외국인 또는
10. 미군에서 훈련을 위한 현역 복무 이외의 현역 복무 중인 적격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 미혼
생존 배우자 또는 미혼 피부양 자녀(이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유자격 외국인인
경우) 또는
11.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참전용사 및 (1) 소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군에서 제대하거나 (2) 뉴욕주 행정법(New York State Executive Law)
제350조에 정의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군대에서 나쁜 행동이나
불명예스러운(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 것 이외의 이유로 제대하거나 (3) 뉴욕주 행정법
제3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LGBT 퇴역 군인이며 나쁜 행동 또는 불명예스러운(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 것 이외의 이유로 미국에서 제대한 개인 또는 그 배우자, 미혼 생존
배우자 또는 미혼 피부양 자녀(이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유자격 외국인인 경우)
또는
12. 40(사회보장) 자격 분기 동안 근무하여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거나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자격이
있는 상태로 미국에 체류한 자격 있는 외국인. 자격 분기는 외국인 부모가 18세 미만일 때
근무한 분기와 외국인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중에
배우자가 근무한 분기를 포함합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확보된 자격 분기는
외국인이 이 분기 동안 연방 자산 조사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계산하지 않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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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거나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자격이 있는 상태로 체류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14.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자격을 갖춘 상태로 5년 미만 동안 미국에 체류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입니다.
15. INA 제212(d)(5)조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미국으로 석방된 외국인 또는
16. 1980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INA의 제203(a)(7)조에 따라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17. INA의 제101(a)(27)조 또는 2009년 아프간 동맹국 보호법(Afghan Allies Protection Act of
2009, AAPA)의 제602(B)(1)조/2006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06, NDAA)의 제1059(a)조에 따라 특별 이민 지위를 부여 받은 특정한 이라크 또는
아프간 국민 또는
18. 8 U.S.C. 1641(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타격을 입은 특정한 외국인 또는
19. 미국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부터 개인적으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는 인증서 또는 적격 서신을 받은 외국인 또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및 폭력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른 표제 8의 제1101(a)(15)(T)(ii)조에 의거 비이민권자로 분류된 외국인
20. 다음을 포함하여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고 자격 있는 외국인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속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영구거주자(PRUCOL)로 간주되는 외국인:
a. INA 제212(d)(5)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으로 석방된 외국인 또는
b. INA 제241(a)(3)조에 따른 감독 명령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c. INA의 제240A조에 따라 퇴출 취소를 허가받은 외국인 또는
d. 연기 조치 상태가 부여된 외국인 또는
e. 합법적 이민 가족 형평성법(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LIFE 법)에 따라
설정된 "K3, K4" 또는 "V" 비자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f. "U" 비자에 대한 중간 구제로서 연기된 조치를 허가 받은 외국인 또는
g. "S" 또는 "U" 비자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h. INA 제249조에 따라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된 외국인 또는
i. 공공법(Public Law, P.L.) 99-239(P.L. 108-188(미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제도의
특정 시민에게 적용) 또는 P.L. 99-658(팔라우 공화국 시민에게 적용)에 의해
개정)에 따라 영구 비이민자인 외국인 또는
j.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의해
임시 보호 신분(TPS)을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k.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고 미국 이민국(USCIS)에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l. 미국 대통령의 지정에 따라 강제 출국 연기의 수혜자인 외국인 또는
m. 특수이민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분류에 대해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또는
n.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USCIS가 무기한 거주를 허가하고 있는 미국
이민국(USCIS)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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