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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법률 기술 지원 
  

 
 
일리노이주 지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법률(Illinois Gra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이하 GATA)은 연방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는 주 정부 지원금을 위한 

일률적인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복지국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이하 IDHS)의 

GATA 기술 지원 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이 개발되어 

지원금 신청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ATA 훈련 과정 LMS 신청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간략한 

메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HS.GATATraining@illinois.gov.     
 
IDHS는 1시간 동안 GATA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가능한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은 동일하므로 다음 날짜 중 하나의 

과정에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참가 

등록하기) 

• 4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참가 

등록하기) 

•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가 

등록하기) 

• 5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참가 

등록하기)  

•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참가 

등록하기) 

• 6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참가 

등록하기) 
 
GATA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HS,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예방 

접종 시작 
 
IDHS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11개의 상설 예방 

접종 클리닉을 시작합니다. 자격이 되는 

IDHS의 직원 및 예방 접종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이 시설에서 접종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IDHS는 1A와 1B 

자격에 해당하지만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이 최우선 순위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리닉은 

시카고에서 시작하여 칼라 카운티(Collar 

County) 교외, 스프링필드(Spring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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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레일리아(Centrali), 남부 알턴(Alton)에 

이르기까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IDHS 담당 팀은 현재 2주가 조금 넘는 기간에 

걸쳐 주 전역에서 1,500건 이상의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클리닉의 백신 예방 접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DHS 지원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고객 및 직원(1A) 

• DRS 홈 서비스 공급자 개별 공급자(1A) 

및 고객(1B+) 

• DDD 인 홈 (In Home) 서비스 고객(1A) 및 

CDS 고객(1B+) 

•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거나 접종 의사가 

없었던 커뮤니티 통합 생활 

시설(Community Integrated Living 

Arrangement, CILA) 및 기타 장기 간병 

시설(long term care) 거주자 및 직원 (1A)  

• DHS 직원 
 
코비드-19 예방 접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552020번으로 

VACCINE(영어) 또는 VACUNA(스페인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문자 및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용 규정  및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참고해주세요.) 
 

DHS.COVID19@illinois.gov로 질문을 

보내시거나 IDHS’ COVID-19 예방 주사 정보 

페이지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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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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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인식의 달(ALCOHOL AWARENESS 
MONTH) 
 

 
 
IDHS는 전국 알코올 및 마약 의존 전국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 and Drug 

Dependence)와 손잡고 4월을 알코올 인식의 

달로 제정합니다.  
 
이 공중 보건 캠페인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알코올 

중독과 기타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오명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규 식품 지원 혜택 
 

 
 
지난 달부터, 일리노이 주 전역의 어린이 약 

1백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식품 지원 혜택이 해당 가정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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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utri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추가 식품 

지원을 통해, 작년에 비해 올해 20 만 명의 

어린이들이 추가 수혜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가정은, 이번 '팬데믹 전자 혜택 전환 (P-

EBT)' 회차에 지원 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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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T 는 미국 정부가 코비드-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