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onsumer Action Guide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미국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어떤면에서는 특정 인구집단이 다른 사람
들보다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주 및 연방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수백만의 서류 미비 근로자들이 미국 시민들과 
동일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연
방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실업 보험이나  
“경제적 영향”(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코
로나로 인해 소득 손실을 겪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
은 훨씬 더 제한된 다른 재정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
다. 

옵션으로는 주로 민간 비영리 프로그램과 주 정부 
및 거주 지역 정부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거나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민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지원처 찾기
다음 자료는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211.org. 2-1-1로 전화해 주택, 식료품 등과 같은 
생활 필수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
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전문가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211은 무료 서비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와 180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COV-
ID-19”(https://www.211.org/services/covid19) 및 “이민자”  
웹페이지 (https://www.211.org/services/immigrants)에서 자세
히 알아보십시오. 

Informed Immigrant (https://www.informedimmigrant.
com/guides/coronavirus/)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경제지원법(CARES Act relief) (경기부양) 지원금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게 Mission Asset Fund의 
$500 보조금 (https://missionassetfund.org/ko/immigrant-families-
grant/)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주별 지원처 목록을 제공합니다.

Immigrants Rising (https://bit.ly/2XemFMK)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처 목록을 제공하며 전국 및 지역 

COVID-19에 대한 대응 

서류 미비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지원처 (로스앤젤레스의 노점상을 위한 기금와 
같은) 및 서류 미비 사업가의 자본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gal Aid at Work (https://bit.ly/3ga6Zm7)는 서류 
미비 근로자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구호 기금 목록을 
제공하며 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지원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Betancourt-Macias 가족 장학 재단 (https://www.
undocuscholars.com/)은 이민자 지원처 목록을 전국 및 
주별로 제공되는 곳 뿐만 아니라 지원 유형 (의료, 
재정 등)별로도 세분화합니다.

GrantSpace.org (https://bit.ly/2WLtWo6)는 지원자 유
형 (비영리 단체, 개인, 소기업 및 예술가) 및 이들 
각 섹션 내에서 지역별 (국가, 주 또는 국가 내의 특
정 지역)로 비상 재정 지원처 목록을 제공합니다. 목
록이 매우 길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undocu-
mented (서류 미비)”를 검색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
을 위한 몇가지 지원처로 곧바로 이동하십시오.

https://www.211.org/services/covid19
https://www.211.org/services/immigrant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coronavirus/
https://www.informedimmigrant.com/guides/coronavirus/
https://missionassetfund.org/ko/immigrant-families-grant/
https://missionassetfund.org/ko/immigrant-families-grant/
https://bit.ly/2XemFMK
https://bit.ly/3ga6Zm7
https://www.undocuscholars.com/
https://www.undocuscholars.com/
https://bit.ly/2WLtWo6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
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재
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와 정
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 소비자 불만은 https://
complaints.consumer-action.org/forms/english-form 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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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https://bit.ly/2zUy2RU)는 광범위한 
스페인어 및 이민자 커뮤니티 COVID-19 리소스 
목록을 제공합니다.

My Undocumented Life (https://bit.ly/3cTJPP2)에는 
전국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된 최신 뉴스와 함께 다양한 
지원처 목록을 제공합니다. 

주, 카운티 및 지역 지원 프로그램
카운티 및 지역 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이
민자들을 위한 자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류 미비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연방 지원 노력이 
포함하지 못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
안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 최
초의 주였으며 자격이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회성 $50를 지급하는 재난 지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0). 이 기
금은 2020년 5월 중순에 지정된 커뮤니티 기반 비
영리 단체를 통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
covid19.ca.gov/guide-immigrant-californians-ko/ 및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을 위한 COVID-19안내서 (https://files.covid19.
ca.gov/pdf/COVID_immigrant_guidance-ko.pdf)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프로그램과 같은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주정부 지원처는 뉴욕시 COV-
ID-19 이민자 긴급 지원 기금 (https://on.nyc.gov/3cKD1TM)
과 같이 민간 자금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며 기
금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400에서 $1,000까지의 일회성 지원금
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민간 자금 
지원 “안젤레노 카드(Angeleno Card)” 프로그램 
(https://bit.ly/2LM431q)을 도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
민 신분에 관계없이 COVID-19로 인한 실직, 또는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가정에 무료 
직불 카드를 통해 최대 $1,500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지원 (공공 및 사설)을 찾으려면 위에 
언급한 자원 목록에서 거주 지역에서 제공되는 프
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20개 주 (각 20-30 
개)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지만 새로운 구호 프
로그램이 작성되고 추가 자금이 모금되면 일부 프
로그램이 재개설됨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자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 카운티 및 도시 이름과 키워드 “미
등록 이민자에 대한 COVID-19 재정 지원”(또는 유
사한)에 대한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십시오.

이민 법률 지원 센터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웹사이트 (https://www.ilrc.org/public-charge)를 
방문해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이 향후 이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COVID-19 위기와 
관련해 “공적 부조(public charge)”규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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