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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일리노이 복지국(이하 IDHS)은 일리노이 
보건가족서비스국( Illinois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Family Services, 이하 HFS)이 
메디케이드 대상 이민자 신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65 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 
혜택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HFS 는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민자 신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프로그램(과거의 노인, 
시각장애인,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혜택과 유사한 혜택이 현재 
메디케이드 대상 이민자 신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65 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에게 주어집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지원하는 이 특별 프로그램의 
명칭은 ‘이민 노인 보건 혜택(Health Benefits for 
Immigrant Seniors)’입니다. 
 
일리노이 주민이라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 의료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웹사이트 abe.illinois.gov에서 온라인 
신청  
2)커뮤니티 서비스 에이전시(Community 

Service Agency)(59개 언어로 지원 가능) 
상담  

3) 800-843-6154 번으로 전화  
4) 종이 신청서(Paper Application) 우편 발송  

 
IDHS 도움의 전화(Help Is Here) 
귀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코비드-19 전염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552020 번으로 TALK(영어) 또는 
HABLAR(스페인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서비스는 무료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해당 
지역의 자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이름(first name)과 우편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 순간의 용기만 있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걸거나 
http://HelplineIL.org 에 접속하면 저희와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HelpisHere를 기억하세요. 
(문자 및 데이터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용 규정을 참고하세요). 

IDHS 코비드-19 백신 정보   
IDHS 는 백신 접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모든 
분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복지국(IDHS)과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백신 제공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문자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552020 번으로 
VACCINE(영어) 또는 VACUNA(스페인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및 데이터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련 사항은 
여기서 참고하세요.) 
 
IDHS 는 백신이 코비드-19 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고 코비드-19 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모두가 ‘정상’ 생활로 
더 빨리 돌아가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모든 
IDHS 직원, 환자, 주민 및 고객이 백신을 
접종받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CCAP 코페이(본인 부담금) 
 
IDHS 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이하 CCAP) 대상 부모들에게 
2021년 1월과 2월에 매달 최대 1.25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CAP 는 일리노이주 전역의 저소득 가정에 
고품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인하하여 코비드-19의 영향을 받은 일리노이주 
전역의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가족은 자녀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육아 서비스 일수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98,000명의 
어린이가 CCAP에 등록되었습니다. 
 
IDHS 차일드케어 부서는 저소득 근로 가정에 
양질의 저렴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부모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린이의 건강,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정은 CCAP 
페이스북 또는 IDHS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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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 소셜 미디어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사회를 희망합니다! IDHS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팔로우 하세요.  각 
플랫폼을 활용하여 IDHS 와 소통하면서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S의 계정 링크입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SNAP 재산정 연장   
 
연방 식품영양관리국(Food and Nutrition Services, 
이하 FNS)은 일리노이 복지국(IDHS)이 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2 월에 혜택이 만료되며 
아직까지 6 개월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 SNAP 
수혜 가정에 자격 인정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매월 고객 통지를 통해 
2020년 10월, 11월, 12월, 2021년 1월, 2월에 
끝나는 인정 기간에 대한 연장 및 보고 요건을 
중간 보고(Mid-Point Reporting) 가정과 변경 보고 
가정(Change Reporting)에 알려드립니다. 
 
 
일리노이 일선 직원을 위한 상호 지원 그룹 
 
코비드-19 전염병 확산 기간 동안 일선 직원들은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상호 지원 그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휴먼 
포텐셜 에드보케이트(Advocates for Human 
Potential)에 참여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12 시(CST)에 그룹 미팅이 있으며 줌(Zoom)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SNAP 온라인 식품 배송 또는 픽업 
 

 
 
IDHS 는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ALDI 도 
일리노이 전역의 약 1백만 가구, 190만 명 이상의 
SNAP 고객에게 온라인 SNAP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ALDI 와의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SNAP 
수혜자들은 인스타카트(Instacart) 당일 배송 및 
픽업 서비스를 통해 ALDI로부터 신선한 식품과 
주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AP 혜택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려면 
shop.aldi.us, Amazon.com/SNAP, 혹은 
Grocery.Walmart.com에 접속하여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SNAP 등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분은 dhs.state.il.u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소매업체는 
http://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
pilot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