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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가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합니다. 

 
일리노이 복지국(이하 IDHS)은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이 우리보다 
먼저 이 시대를 살다 간 미국의 흑인들을 
떠올리며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하고, 
이분들이 쌓은 위대한 업적과 정의를 외치며 
보여준 용기와 인내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IDHS 를 

팔로우하여 일리노이와 세계 흑인들이 
지역사회, 문화,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인정하고 기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흑인 역사의 달은 중요합니다. 흑인의 역사를 
기념하고 공부하는 것은 미국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국가로써 함께 발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헌신하며, 
세상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축하하고 영향을 주는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한 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년 내내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약물과다 복용 대응 기금 새소식 
 
IDHS 약물사용예방 및 회복부(Substance Use 
Prevention and Recover, 이하 SUPR)는 약물 
과다복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요약한 월간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고서 전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DHS 직원 채용 
 
IDHS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IDHS는 주 전역에 걸쳐 
13,2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가상 직업 박람회나 채용 이벤트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IDHS 직업 박람회, 가상 채용, 
채용 행사 전체 목록은 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IDHS 채용부서 이메일 주소 
DHS.Recruitment@illinois.gov (스페인어 
가능)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illinois.jobs2web.com 에서도 IDHS 및 주 
전역의 채용 소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가족 자원 센터 

 
일리노이 가족자원센터(The Illinois Family 
Resource Center, 이하 IFRC)는 약물 사용 
이상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약물 사용 제공업체, 인적 서비스 
근로자에게 기술 지원, 워크숍 진행,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때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하며, 봄부터 웨비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IFRC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llinoisfamilyresources.org 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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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 코비드-19 백신 정보  

  
IDHS는 백신 접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모든 
분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며 
무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와 흑인 및 라틴계 의원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IDHS 는 17 년 동안 성직에 
종사했으며 2004 년 2 월에 호프 커뮤니티 
교회( Hope Community Church)의 상임 
목사로 부임한 스티브 엡팅(Steve Epting) 
목사가 전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스티브 앱팅 목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coronavirus.illinois.gov 에 
새로운 포털을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 
Coronavirus.illinois.gov 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가까운 예방접종 장소에 
관한 정보, 예방접종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 
주의 계획과 자격에 관한 최신 소식, 코비드-
19 백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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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신 건강 응급조치 
농업조합(AG Community) 대상 
 
귀하는 농민이나 농장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아시나요? 정신건강 응급처치(Mental 
Health First Aid)는 참가자들에게 정신 질병과 
약물 사용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 
농장의 친구, 가족, 고객과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더 잘 하기 
위한 농업 특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무료 교육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곧 
시작하는 과정은 3월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혹은 3월 16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각 과정은 2.5 시간의 사전 
모임이 포함되며 비용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조시 루돌피(Josie 
Rudolphi, josier@illinois.edu)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IDHS 주간 소식지  
1-833-2-FIND-HELP (1-833-234-6343) 

dhs.illinois.gov/helpishere  
abe.illinois.gov 

 

    2021년 2월 5일 
 

이민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신설  
 
IDHS 는 노인 및 장애인 프로그램(기존의 
노인, 시각장애인,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혜택과 유사한 혜택이 
현재 메디케이드 대상 이민자 신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65 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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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abe.illinois.gov에서 온라인 
신청  

• 커뮤니티 서비스 
에이전시(Community Service 
Agency)(59개 언어로 지원 가능) 상담  

• 1-800-843-6154 번으로 전화  
• 종이 신청서(Paper Application) 우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