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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온라인 행사 및 날록손(Naloxone) 교육 

 
남부 일리노이주 보건국 (Southern Illinois 

Healthcare) 및 기타 협력단체는 “입장 

헤아리기 (A Walk In Their Shoes):  사회적 편견 

해소 온라인 행사 및 날록손 교육”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약물 남용 장애를 

겪은 이들 3명의 경험을 소개하여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고, 위해 

감축 방법을 안내하며, 마지막으로 무료 

날록손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 및 의료인의 경우 평생 

교육원 학점(Continuing Education Credit)이 

제공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SIH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Danielle Begeske 

(danielle.begeske@sih.net)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하기.  

코비드-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신규 위기 상담 프로그램 
 
IDHS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일리노이 

스트롱(Illinois-Strong)을 출범하여 Cook, 

Winnebago 및 St. Clair 카운티 주민 중 코비드-

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위기 카운슬링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 생존자가 

본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 및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적 위기 상담 담당 직원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위로와 격려, 실질적 도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한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 기술을 알려줍니다. 
 
일리노이 스트롱 프로그램은 개인 및 그룹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재난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Illinois-Strong.org에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신규 식품 지원 혜택 

 
이달부터, 약 1백만 명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일리노이 주 전역의 가정들이 매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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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식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 

영양국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추가 식품 

지원을 통해, 작년에 비해 올해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가정은, 이번 “팬데믹 전자 혜택 전환 (P-

EBT)” 회차에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해당 자격의 

어린이 한 명당 하나의 P-EBT 카드가 

지급되며, 이 카드는 EBT 승인을 받은 

일리노이 주의 주요 식품 매장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학교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이의 주소지로 우편 전달됩니다. 
 
P-EBT는 미국 정부가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317
7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NAP 온라인 식품 배송 또는 픽업 
 
IDHS는 아마존, 월마트 및 ALDI와 손잡고 

일리노이 전역의 약 1백만 가구, 190만 명 

이상의 SNAP 고객에게 온라인 SNAP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혜자들은 

인스타카트(Instacart) 당일 배송 및 픽업 

서비스를 통해 ALDI로부터 신선 식품과 주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AP 혜택을 온라인으로 이용하려면 

shop.aldi.us, Amazon.com/SNAP 혹은 

Grocery.Walmart.com에 접속하여 화면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SNAP 등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www.DHS.Illinois.gov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소매업체는 
http://www.fns.usda.gov/snap/online-
purchasing-pilot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인식의 달(PGAM) 
 
일리노이 복지국 (이하 IDHS)과 일리노이 

문제성 도박 협의회 (Illinois Council on 

Problem Gambling, ICPG)는 전국 문제성 도박 

협의회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NCPG)와 공동으로 3월을 도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돕는 달로 

지정했습니다. 캠페인의 주제는 "인식 

(Awareness) + 대응 (Action)"으로, 문제성 

도박에 대한 대응과 대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주 전역의 기관들은, 관련 도서 작가들과 

함께하는 도서 그룹 행사, 검진 행사, 인식 

캠페인 등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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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목록 및 기타 일리노이 문제성 도박의 달 
(Illinois Problem Gambling Month, IPGM) 
링크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DHS/SUPR’s IPGM 페이지 

• We Know The Feeling IPGM 페이지 
 
귀하나 귀하의 지인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1-800-GAMBLER로 전화를 

걸거나 53342번으로 ‘ILGAMB’라는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성 도박에 관한 

정보와 문제성 도박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제고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https://weknowthefeeling.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식의 달 
 

 
 
매년 3월, 미국발달장애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CDD)는 협력단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함께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 생활에서의 모든 

측면에, 발달 장애인들을 보다 더 포용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이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인식의 달을 맞이하여 발달 

장애인들의 삶을 축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탁월한 사업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