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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행정부에서 코비드-19 하계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일리노이주 인권국(IDHS)에서는 연방 코비드-19 구호 대책에서 제외된 이민 가정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시카고 - 일리노이주 인권국(IDHS)은 오늘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코비드-19 대응 프로그램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2,000 명
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하계 청년 취업 프로그램과 연방 코비드-19 구제 대책 및 실업
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3,600 가구 이상의 이민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리노이주 인권국 사무국장 그레이스 후(Grace B. Hou)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지원
대책과 기회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들을 일리노이주
인권국에서 돕겠습니다. IDHS 는 코비드-19 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재원을 이용하여
노숙자와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소외된 지역사회로 업무 범위를 넓혀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주민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하계 청년 취업 프로젝트(Summer Youth Employment Project)
IDHS 는 일리노이주 형사사법정보국(ICJIA)의 지원을 받아 코비드-19 하계 청년 취업
프로젝트(C-SYEP)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16 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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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 사이의 많은 청년들은 올해 여름을 맞아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하계 청년 취업 프로그램은 IDHS 가 후원하는 일리노이주 전역의 청년 복지
단체에서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코비드-19 으로 인해 업장 폐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의 24%가 청년
층 취업자입니다. IDHS 는 코비드-19 하계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전염병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극빈층 지역사회와 카운티의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중에서 위기에
처한 청년 2,200 명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는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신입 사원
수준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여름철에 직원이 필요한 지역 고용주와 한 팀이 됩니다. 청년들은
각자 나이, 능력, 경험에 적합한 업무 기반 학습 기회, 경력 개발 경험 기회, 또는 사전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낮고 위기에 처한 16 세에서 24 세 사이의
청년으로 취업에 앞서 I-9(취업자격증명서)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IDHS 는 최대 30 개
프로젝트를 통해 섐페인(Champaign), 쿡(Cook), 레이크(Lake), 마콩(Macon), 맥린(McLean),
피오리아(Peoria), 세인트클레어(St. Clair), 스티븐슨(Stephenson), 위네바고(Winnebago)
카운티의 청년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
일리노이주 인권국(IDHS)과 이민자재정지원협력체(IFC)는 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이민자 지위와 무관하게 코비드-19 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업, 소득
상실, 의료비, 식량 및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일리노이주 이민자에게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IDHS 는 이 프로젝트에 2 백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민간 재정 지원 협력체인 IFC 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75 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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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인권국 사무국장 그레이스 후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IDHS 는 민간
자선단체들과 함께 연방 구제 기금에서 명백히 배제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재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의 기본 구성원으로서 일리노이주 전역에
걸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DHS 는 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일리노이주의 이민 가정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과
함께 돕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기금, 구제책, 경제안전법(CARES Act)를
기반으로 한 연방 생활구호자금(EIP)을 비롯하여 일리노이주와 연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이민자들은 대체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일리노이주의 이민 가정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리노이 이민 및 난민 권리연합(ICIRR)은 IDHS 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60 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주 전역의 네트워크와 이민 가정의 신원 확인, 자격 검증,
등록을 담당할 일리노이 웰커밍센터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
기관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선정한 3,600 가구 이상의 어려운 이민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IFC 는 초기 자금 지원 이후에도 모금 활동을 계속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리노이주 주민이어야 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소득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실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

•

연방정부 부양책에 따른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20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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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민족 정책 포럼의 임원인 실비아 투엔테(Sylvia Puente)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비드19 로 인한 위기 이전에도 일리노이주의 이민자와 유색인종 사회는 이미 건강, 주택, 재정
면에서 취약했고 불평등을 겪었습니다. 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와 같은 구호
프로그램은 주에 경제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의 첫 걸음입니다. 이 계획은 수천 가정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이러한 자금 외에도 이민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팬데믹-긴급혜택전환(P-EBT),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임산부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 하는 맘스 & 베이비스(Moms & Babies)에 대한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는 IDHS 가 진행하는
웰커밍센터 지원 사업의 연장이며 이민자를 ‘환영하는 주(Welcoming State)’인 일리노이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주 전역의 웰커밍센터에서 위기 관리를
비롯하여 건강, 음식, 주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비드-19 이민 가정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www.DHS.Illinois.gov/Welcome 에서
확인하세요.
하계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03366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