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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혜택 정보

귀하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습니다. 귀하는 의료 보험이 없습니다. 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휴직
하거나 해고 당해야 합니다. 귀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면 공적 부조(Public Charg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저소득층인 경우, 주 정부는 다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클리닉 또는 병원
• 치료가 필요하면 귀하의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클리닉이나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AEM(Alien Emergency Medical, 외국인 긴급 의료 보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나 치료
를 받기 위해 AEM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AEM은 귀하가 병원에서 받는 
다른 종류의 응급 치료 비용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AEM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는 데 영향을 줍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해 AEM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응급 병원 진료를 받는 것
은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선 진료(Charity Care)란 무엇입니까? 워싱턴 주의 모든 병원은 다음과 같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험이 없는 경우.
• 보험이 있어도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무료 또는 비용 할인을 자선 진료라고 합니다. 귀하가 돈이 많더라도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줄여 줍니다.

병원은 귀하에게 AEM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AEM과 자선 진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 진료 
신청서를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AEM 또는 자선 진료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EM 또는 자선 진료 신청서에는 사회보장번
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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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예. 아래에 나열된 모든 혜택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가 아프거나 아픈 가족이 있어서 그를 간호해야 할 때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최대 80시간(파트 타임 직원일 경우에는 이보다 
적음)의 유급 병가를 주는 새로운 연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정부나 의사에 의해 격리된 경우. 또는,
•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격리된 사람을 돌보는 경우(정규 급여의 2/3 지급). 

직장에 축적된 다른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이 새로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병가가 소진된 후에는 
워싱턴 주법에 따라 받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병가 기간은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병가를 얼마나 취득했는지를 급여 명세서에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저나 제 가족이 아프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워싱턴 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폐쇄되었고 집에서 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정부 명령으로 폐쇄되면 워싱턴 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직장에 다닌다면 건강 관련 
이유로 직장이 폐쇄되었을 때(정부 명령이 필요하지 않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법률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린이 보육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

그것은 제가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영주권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자선 진료는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선 진료에서 비용을 지불한 모든 병원 진료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자선 진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에도 적용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 클리닉(community health clinics) 및 지역 보건소(public health depart-
ment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 클리닉 또는 지역 보건소에 가는 것이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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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80시간의 연방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규 급여의 2/3 지급). 
• 직장에서 30일 동안 일했다면 다른 연방법에 따라 자녀의 학교나 보육원이 문을 닫을 때 최대 12주의 부분적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일자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귀하가 취득한 워싱턴 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애틀에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어떤 이유로든 학교나 보육 시설이 폐쇄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몸이 아프면 즉시 직장에 알리고 집에 머무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여 휴가를 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직장에 충분히 통지하십시오. 워싱턴 주 병가 전에 연방 병가를 사용하려면 직장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귀하의 직장은 귀하의 병가 기간(연방법에 따라 허용되거나 워싱턴 주법에 따라 취득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나 아픈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방법에 따라 정규 임금의 2/3만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지급률은 
정규 임금률입니다. 고용주가 휴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 
360-902-5316. 로 연락하십시오.

저나 제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워싱턴 주 가족 

및 의료 유급 휴가(Washington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프로그램은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 최대 12
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워싱턴에서 같은 해에 820시간을 일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하여 필요한 시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로서 신청하려면 웹 사이트  https://paidleave.wa.gov/es/apply-now/ 에서 스페인어 신청서를 
인쇄하십시오(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은 웹 사이트 하단에 있음). 인쇄할 수 없거나 스페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833-717-2273 으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신청서에 사회보장번호나 ITIN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급 휴가 
프로그램 담당자가 귀하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감시사무소(ombudsperson’s office,  844-395-6697) 로 전화하십시오.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산재 보험(Industrial Insurance, L&I)을 받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격리된 의료 전문가나 응급 처치자(first responder)는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또는 응급 처치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산재 보험을 청구할 때 사회보장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의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노동산업부 (360-902-5800) 로 문의하십시오.

tel:+3609025316
https://paidleave.wa.gov/es/apply-now/
tel:+8337172273
tel:+8443956697
tel:+3609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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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일 경우, 정부에게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인 경우,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EM— 위의 AEM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임산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 
• 전염병 예방 접종
• 여성, 유아 및 어린이(WIC)
• 어린이를 위한 아침식사 및 학교 점심식사(지역 학군에 확인 필요) 

공적 혜택 

주택

직장에서 해고되면 임대료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애틀에 살고 있다면 https://www.gofundme.com/f/rent-fund-for-undocumented-people-covid19 에서 
임대료 지불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나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의 연락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킹카운티(King County)에 사시는 경우, 2-1-1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uwkc.org/renthelp/ 
를 방문하여 United Way가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2-1-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임대료를 지원 받으면 공적 부담 지원 테스트를 통과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스스로 격리하고 싶지만 직장이 아직 영업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나 정부가 귀하에게 격리를 명령하지 않는 한, 유급 휴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병가, 워싱턴 주 병가의 사용 및 산재 보험 신청 시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아니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런 고용 관련 혜택은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귀하에게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었다면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수당을 신청하려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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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fundme.com/f/rent-fund-for-undocumented-people-covid19
https://www.uwkc.org/renthelp/


일반 지원

건강 유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의 명령 중에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예. https://www.scholarshipjunkies.org/relief#aid 에서 “WA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Covid-19 구호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A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Covid-19 구호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공적 부조 테스트에 불리하게 작용합니
까?

아닙니다. 이 지원을 받는 것은 공적 부조 테스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킹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888-201-1014 로 전화하면 민사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워싱턴 주의 무료 상담 및 추천 서비스인 CLEAR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적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 및 소개를 원하시면 2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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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행물은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3월 기준입니다.

(복제 및 배포 허가는 사법 평등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Equal Justice] 및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에게만 부여합니다.) www.columbialegal.org

코로나 바이러스: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혜택 정보

• 21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건강 관리
• CEAP라고 하는 비상 상황 시 연 1회 현금

이런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공적 부조 테스트를 통과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적 부조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 클리닉에서 WIC를 신청하십시오. 클리닉을 찾으려면  800-322-2588 로 전화하십시오. WIC에서 각 사람은 한 
달에 $50를 받습니다. WIC는 귀하가 임신 중인 경우 그리고 귀하와 5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일부 식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77-501-2233 으로 전화하여 AEM, 임신 여성, 산모 및 21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https://www.scholarshipjunkies.org/relief#aid
tel:+8882011014
tel:+211
www.columbialegal.org
tel:+8003222588
tel:+877501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