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Messages] 

모든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민 가정의 아동은 이들의 발달을 증진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습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가정의 WIC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WIC 는 확장 공적 

부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받는 보건 및 영양 서비스는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ProtectImmigrantFamilies 

식품과 의료 서비스는 더 밝은 미래와 더욱 든든한 지역사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국에서는 WIC 커뮤니티의 이민 가정들에 WIC 가 확장 공적 부담 규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고려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WIC 를 

이용하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의료와 영양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otectImmigrantFamilies  

WIC 에서는 영양가 있는 식품은 건강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고 계속 모든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WIC 는 공적 부담 규칙 확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민 가정은 

계속해서 당국을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ProtectImmigrantFamilies 

#protectimmigrantfamilies 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국에서는 WIC 가 공적 부담 규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칙에서는 21 세 이하 아동이 받는 혜택에 대한 신청자를 처벌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WIC, Medi-Cal 이나 SNAP 같은 서비스의 등록을 

취소하지 마세요. 임산부 또한 임산부를 위한 Medicai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혜택 수령으로 인해 시민권이 영향을 받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지역 비영리 단체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https://www.immigrationlawhelp.org/  

[Twitter Messages] 

자격이 있는 모든 가정의 WIC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WIC 는 확장 공적 부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받는 보건 및 영양 서비스는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ProtectImmigrantFamilies 

당국에서는 WIC 커뮤니티의 이민 가정들에 WIC 가 확장 공적 부담 규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고려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WIC 를 이용하시고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 보조 지원을 받으세요. #ProtectImmigrantFamilies  



영양가 있는 식품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WIC 는 공적 부담 규칙 

확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민 가정은 계속해서 당국을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ProtectImmigrantFamilies 

#protectimmigrantfamilies 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국에서는 WIC 가 공적 부담 규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칙에서는 21 세 이하 아동이 받는 혜택에 대한 신청자를 처벌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WIC 를 계속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