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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세미나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국(DuPage County 
Health Department)은 일리노이 복지국(이하 
IDHS) 및 지역 헬스케어 기관과 공동으로 
‘병원을 위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세미나(Opioid Overdose Prevention Seminar 
for Hospitals)’를 오는 12 월 17 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병원과 
응급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날록손(naloxone)의 
보급 및 MAR(약물투약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주요 연사는 약물남용예방 및 
회복국(IDHS/SUPR)의 데이비드 T. 
존스(David T. Jones) 국장과  일리노이 
오피오이드 위기 반응 자문위원회(Illinois 
Opioid Crisis Response Advisory Council)의 
처방실천위원장 마이크 넬슨(Mike Nelson) 
박사 2명입니다. 
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12 시까지이며, 
참석자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HS 도박 및 중독 보고서 
 

IDHS 가 도박, 도박 중독, 일리노이의 지원 
서비스 필요성 등에 관한 1년 기간의 연구에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IDHS 는 연구 
결과를 향후 문제성 도박을 예방하고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 
계획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일리노이주 도박세 수익금과 2021 회계년도 
예산에서 할당된 자금으로 운영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지인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weknowthefeeling.org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GAMBLER 로 전화를 
걸거나, 53342 번으로 ‘ILGamb’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여기에서 채팅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와 데이터 비용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 약관[Terms & Conditions of Use]을 참고해주세요.) 

SNAP 재산정 연장   

 
연방 식품영양관리국(Food and Nutrition 
Services, 이하 FNS)은 복지국(IDHS)이 
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2 월에 혜택이 
만료되며 아직까지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 SNAP 수혜 가구에 자격 인정 기간을 
6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미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은 SNAP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자격 인정은 동일한 기간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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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그룹 
 

코비드-19 전염병 확산 기간 동안 일선 
직원들은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상호 원조 그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휴먼 포텐셜 
에드보케이트(Advocates for Human 
Potential)에 참여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CST)에 그룹 미팅이 있으며 줌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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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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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일 
 

IDHS 기술 지원 툴 제공 

 
IDHS 는 주 전역의 단체가 ‘지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법률(Gra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 이하 GATA)’을 성공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툴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DHS GATA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은 GATA에 대한 기술 지원과 
운영 방법 및 지원금 적용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 교실이나 온라인 가상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온라인 학습을 강사화 함께 진행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모듈이 있으며, 모듈 
전체를 학습하려면 총 24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IDHS 웹사이트 상에서 ‘Provider 
Information(제공자 정보)’ 메뉴의 
‘Provider(제공자)’ 탭에서 웹링크를 
선택하시면 자율 속도 조절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S GATA TA LMS와 참가자 안내 
링크입니다: 

• GATA TA 참가자 안내 
• GATA 훈련 코스 교육 관리 시스템 

 
 
 

힐링 일리노이(Healing Illinois) 
 

힐링 일리노이(Healing Illinois)는 IDHS 가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Chicago 
Community Trust)와의 제휴로 주 전역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쌓고 인종 간 치유 노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힐링 일리노이는 코비드-19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주 전역의 공동체 주민들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83 개의 지원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주 전역의 공동체에서 인종간 
치유와 인종 평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고 
증진하고, 일리노이 주민간 신뢰와 관계를 
함양하며, 지역 사회와 개인이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주는 힐링 일리노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62 개의 기관에 4.5 백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대마초에 대해 말해봅시다(Let’s Talk 
Cannabis)  
 

 
‘대마초에 대해 말해봅시다(Let’s Talk 
Cannabis)’ 웹사이트(www.prevention.org/lets-
talk-cannabis/)에서 부모,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등 대상 인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