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December 2019 
 

<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0월 15일 부터 시행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이민제한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여서 

일시적으로 시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9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 4순회 항소법원이 공적부조에 있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뉴욕 제 2 순회 항소법원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 (TAN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그리고 응급상황과 장애교육관련 혜택을 

제외한Medicaid 와 같은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만 공적부조로 간주하였지만, 이제는 현금보조 외에도 푸드스탬프나 

저소득거주 지원보조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and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를 받은 경우에도 공적부조를 받은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말씀을 나누시고 수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ee Update>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9년 11월 14일에 계시한 이민국 수수료 조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12월 16일로 마무리 되어 

내년 초에 조정된 이민국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민권신청에 따른 이민국 수수료가 현재 $725.00 에서 $1,170.00 

으로 인상되며, 영주권신청서 접수시 함께 접수하는 콤보카드신청서에 $970.00 수수료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B-5 투자이민 새로운 법안>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실업률이 150% 이상인 투자지역센터에 

투자하거나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금이 기존 $500,000에서 $90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의 경우 투자금은 

$1,000,000 에서 $1,80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역시 변경이 되어 지금까지 투자이민이 가능했던 프로젝트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 Background Check> 

 

2019년 5월 31일 국무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비자 (DS-260)와 비이민비자 (DS-160) 신청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하던 개인정보이외에 신청자가 사용하였던 모든 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아이디와 

지난 5년간 사용하였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미국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색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위의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IMIN (4646)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and Beckman) 

Tel: (949) 551-IMIN (4646) 

Website: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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