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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공중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Alameda카운티 경제 탄력 프로그램 시행 

Alameda카운티의 커뮤니티 건강 책임 프로그램(ARCH)을 통해  

자가격리를 용이하게 하여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Oakland –  Alameda 카운티 사회복지국(ACSSA)은 카운티  의료서비스국(HCSA) 및 

회계감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COVID-19 가 촉발시킨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0 년 8 월 24 일 

경제 탄력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전 파일럿 급여 프로그램(Pilot Stipend Program)으로 불렸던 

본 ARCH 는 자가격리 중인 Alameda 카운티 내 COVID-19 확진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카운티 내 

COVID-19 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0 년 8 월 4 일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Wilma Chan 카운티 Supervisor 는 “우리 주민들은 COVID-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자가격리와 2 주 

분량의 필요한 임금 포기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의 확진자들이 해당 지역을 추가 

확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고 말 

했습니다. 

ACSSA 는 HCSA, 회계감사국 및 지정 커뮤니티 의료기관 파트너와 함께 자격이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즉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ARCH 를 실시하였습니다. ARCH 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COVID-19 확진 이후 계속 일 할 가능성이 있는 7,500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에게 약 1 천만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Susan Muranishi 카운티 Administrator 는 “본 파일럿 프로그램은 본인과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격리가 필요한 개인 및 가정에게 지원할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COVID-19 진단을 받아 

                                                                                
 

보도자료 

 

 
 



   Page 2 

재택대피 하는 것이 이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ARCH 프로그램은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아래 지역의 COVID-19 확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South Hayward, Ashland/Cherryland, East Oakland, West Oakland, Fruitvale/San Antonio 

 

ACSSA 의 Lori Cox 국장은 “우리 카운티 모두는 어느 누구도 본인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조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수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ARCH 프로그램의 모든 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도록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과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자격을 갖춘 카운티 주민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 근로자이며 따라서 COVID-19 에 감염될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혀졌습니다. COVID-19 에 확진된 취약 주민들은 HCSA 의 커뮤니티 기반 

케이스 조사/연락처 추적 서비스 시스템 내 커뮤니티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것입니다.  

 

HCSA 의 Colleen Chawla HCSA 은 “본 프로그램이 양성 확진이 되고 안전하게 격리할 수단이 없는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COVID-19 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필수 근로자와 임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amed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 

COVID-19 검사, 결과, 소견서. 의료기관은 급여 지급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Roots Community Health Center 의 Noha Aboelata 대표는 "많은 필수 근로자들이 COVID-19 에 

감염되었을 때 다음의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합니다: 수 주 간의 무수입 또는 필수 공중 보건 명령 

위반. 카운티 행정부에서 수입 손실 장벽을 제거하고 이들 근로자와 가족 및 커뮤니티 전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RCH 프로그램은 VISA 현금카드의 형식으로 First United Services Credit Union 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1 회성 급여 1,250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카운티에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자격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는 신청자가 현재 

실업보험수당(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수령하고 있거나 유급 병가중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Alameda Health Consortium 의  Ralph Silber 전무는 “Alameda카운티는 COVID-19 확진된 저임금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고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도록 하여 옳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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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를 커뮤니티 의료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의 일부 목록은 카운티 홈페이지 www.acgov.org 와 ACSSA 홈페이지 

www.alamedasocialservice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FAQ 업데이트 내용을 자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Alameda 카운티의 가장 최신 COVID-19 데이터는 보건국 홈페이지 http://www.acphd.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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