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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수신: 알라메다 카운티 지역사회 파트너 

송신: Lori A. Cox, 책임자, 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복지부  

 Colleen Chawla, 책임자, 알라메다 카운티 의료서비스부   

RE: 자료갱신: 대법원 최종판결: “공적부조”  

날짜: 2020년 1월 30일 

 

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복지부 (SSA), 의료서비스부 (HCSA), 그리고 감리 위원회는 “공적부조”라고 알려진 

불필요한 구식 연방정책에 관련되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변경에 극히 반대합니다.  

 

전국 명령 철회  

어제 대법원은 공적부조 실행을 중단했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남아있던 셋 지방법원의 전국 명령 중 

마지막이었으며, 즉 국토안보국 (DHS)의 규정이 주 전체 명령으로 차단되어있는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안보국은 본 최종안을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세부 사항  

다시 말씀드리지만, 캘리포니아의 공공 보조 혜택 규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적격성 기준과  

합법 영구 거주자 및 이민자 신분 자격을 갖춘 고객의 수혜를 포함합니다. 저희는 수혜 자격의 고객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하여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이민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알라메다 카운티 거주자 및 가족들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것이며, 

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저희 지역사회 교육 및 세력발전에 힘을 기울여, 개인적 사례에 

관한 질문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분들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가 정보는 공적부조 관련 공익 서비스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이민법 법률 서비스와의 연결  

혜택 신청에 대한 걱정이 있다거나, 수혜 취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무료 지역사회 기반 법률 보조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주십시오: 

• 아시안 태평양 섬 주민 법률 지원 (510) 251-2846 

• 베이 에리아 법률 보조 (510) 663-4744 

• 이스트 베이 카톨릭 자선단체 (510) 437-1554 

• Centro Legal De La Raza (510) 437-1554 

• 이스트 베이 지역사회 법률센터 (510) 548-4040 

• 이스트 베이 국제기관 (510) 451-2846 

 

갱신된 정보를 보시려면 SSA 자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immigration.alamedasocialservices.org, 또는 SSA 정책 책임자 Anissa Basoco-Villarreal에게 

abvillarreal@acgov.org 또는 (510) 271-9181으로, 또는 HCSA 정책 책임자 Eileen Ng에게  

EileenNg@acgov.org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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