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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십시오!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코로나 19 증상을 

포함하여 몸이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혹은 서류미비자)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법이 없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들이 합법적 이민신분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거나 건강보험회사들이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와 가족은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 소득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 

 

생활보호 대상자는 테스트, 스크리닝, 코로나 19 등의 전염병 

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0 년 3 월 14 일,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열, 기침, 

호흡곤란)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개인은 필수 의료적 치료나 예방적 서비스를 받도록  

미국연방 이민국(USCIS)은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중 혜택과 생활보호 대상자법 두가지에 

자격이 됩니다.   

● 바운드리스에서 무료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법에 따라 거부될 

위험을 평가받게 도와줍니다. https://www.boundless.com/public-charge-estimator/    

● 생활보호 대상자법에 대한 권리를 압시다 자료는  iAmerica.org 에서 찾아볼 수 있고 

협력체의 자료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know-your-rights/  

이민자와 혼합신분 가정은 이민신분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의료 

치료를 포기하면 안됩니다.   

● 헬스케어 제공인은 이민신분에 대해 묻지 못합니다.  

● 헬스케어 보험 이동과 책임법(HIPAA)는 보호된 건강정보의(PHI) 공개나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이민자가 헬스케어를 받는 것에 대한 협력체의 권리를 압시다 자료임.   NILC 

(https://www.nilc.org/wp-content/uploads/2017/04/Protecting-Access-to-

Health-Care-2017-04-17.pdf  ) and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https://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wp-content/uploads/2020/02/You-

Have-Rights-Protect-Your-Health-Updated-February-2020-ENGLISH.pdf).  

● NILC 협력체의 헬스케어 사용 관련 자료에 대한 최신 내용은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ilc.org/wp-

content/uploads/2020/03/immigrant-access-to-health-care-update.pdf 

 



팩트 문서: 이민자와 코로나 19 

 

																																														iAmerica.org/stayhealthy																					2020년	3월	14일	
							

이민자와 혼합신분 가정은 이민국의 집행이 두려워서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면 안됩니다.   

● 2020 년 3 월 18일,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집행기관(ICE)은 코로나 19 발병으로 

인해 집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E 발표는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민사 

이민집행이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ICE는 “민감한 장소”방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민감한 장소”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긴급한 상황 부재, 이민집행은 “민감한 장소”에서 

벌어지면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치료와 헬스케어 시설, 병원, 의사 사무실, 헬스 클리닉, 

인가받은 헬스 클리닉, 긴급 또는 위급시설. ICE 민감한 장소 메모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ce.gov/doclib/ero-outreach/pdf/10029.2-policy.pdf 

● 미국 세관 국경통제국(CBP)은 병원에서 집행을 제한하는 비슷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https://foiarr.cbp.gov/docs/Policies_and_Procedures/2013/826326181_1251/1302

211111_CBP_Enforcement_Actions_at_or_Near_Certain_Community_Locations_%

7BSigned_M.pdf 

● 2020 년 3 월 16일, ICE는 의료시설에서 집행작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여 

언급한 코로나 19 와 관련된 지침서를 ICE는 발표했습니다. ICE 지침서에서 코로나 19 

에 대한 추가정보와 집행, 체크인, 구금, 제거, 기타 사안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민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었던 3 월 18일 발표로 이 지침서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