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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일리노이 복지국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이하 IDHS)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코비드-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격을 갖춘
일리노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DHS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역 기반 단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llinoisrentalassistance.org/providers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www.illlinoisrentalassistance.org.
IDHS 무료 정서 지원 문자 회선, 위로의 전화
(CALL 4 CALM)
IDHS는 코비드-19가 정신 건강에 끼친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DHS의 정신건강부서
(Division of Mental Health, DMH)는 코비드-19로
인해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을 돕기 위해 무료 정서 지원 문자
회선인 '위로의 전화 (Call4Calm)를 개설했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5-5-20-2-0번으로
영어
'TALK'
또는
스페인어
'HABLAR'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all4Calm
서비스는 무료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이 직통 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24시간 내에 지역
정신 건강 센터에서 채용한 상담가가 전화를
드립니다. 또 5-5-2-0-2-0번으로 '실업', '음식', '주거'
등의 키워드를 문자로 보내시면 해당 문제에 대해
지원 및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DHS는 '미국 청년 약물 남용 예방의 달 (National
Youth Substance Use Prevention Month)'을
기념합니다
IDHS는 산하 부서인 약물 남용 예방 및 회복부
(Division of Substance Use Prevention and
Recovery)를 통해 주 전역의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DHS는 약물 남용과 운전이 교통사고와 사망을
유발하는 고위험 요인으로 보고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인 전국 청소년 운전자 안전 주간
(National Teen Driver Safety Week)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통국 (USDOT)이 자동차 사고를
15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의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DHS의
지역
협력
기관인
프리벤션
퍼스트(Prevention First)와 프리벤션 퍼스트의
'청소년 예방 자원 센터 (Yourh Prevention Resource
Center)는 1시간 길이의 웨비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주제: 알코올 및 십대 교통 안전
(Alcohol and Teen Traffic Safety), 일시: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00시 (중부시) Register for the event
here.
또 IDHS는 DEA와 협력 기관이 전국 처방약
수거의 날 (National Prescription Take Back Day)인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는
행사에 동참합니다. 이 날은 처방약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책임감 있는 처방약 폐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처방약 및 비처방약은 일리노이 전역의 지정
폐기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귀하나 기관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www.takebackday.dea.gov 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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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기 장소를 찾아보거나 DEA 전환 통제부
등록 콜센터 (Diversion Control Division
Registration Call Center) 전화번호 1-800-8829539로 전화해서 폐기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오피오이드 및 기타 약물 도움의 전화 1833-234-6343번으로 연락하거나, 833234번으로
'HELP'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웹사이트
HelplineIL.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GATA 교육

IDHS, 오피오이드 확산 저지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예방 가속화

및

2020년 일리노이에서는 오피오이드 (opioid)
남용으로 인해 2,9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일리노이 역사상 최대 연간 사망자 수입니다.
IDHS 산하 약물 남용 예방 및 회복부 (Division of
Substance Use Prevention and Recovery, SUPR)는
오피오이드 확산과 기타 약물 남용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DHS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날록손 (Naloxone)
보급으로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약 1,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날록손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로 헤로인 (heroine) 또는
펜타닐 (fentanyl)과 같은 약물 남용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약은 완전히 안전하며 비강
스프레이나 근육 내 주사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비강에
투여하는
날록손
제품인
나르칸(Narcan)은 누구나 (비-의료전문가)가
투여할 수 있으며 IDHS는 약물을 이용하는 분의
친구와 가족이 나르칸을 상비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르칸을 주문하고자 하는
기관은 웹사이트 www.dhs.state.il.us/AccessNarcan
를 방문해서 주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오피오이드 확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일리노이 공중보건국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오피오이드 반기 보고서 (SemiAnnual Opioid Report)
http://www.dph.illinoi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
ons/idph-semiannual-opioid-report-august2021.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지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법률
(Illinois Gra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이하 GATA)은 주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연방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는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IDHS는 일리노이 지역 사회를 돕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GATA 기술 지원 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5개 모듈의 온라인 자율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모듈로 학습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며 전체 모듈을 모두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시간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GATA 교육 과정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제 내용에 관한 질문과 지원 요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HS.GATATraining@illinois.gov.
IDHS는 GATA에 대해 질문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GATA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한 시간 분량의 안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영어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스페인어
자료를 보시려면여기를 클릭하세요.

귀하나 지인이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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