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19 관련 IDHS 일리노이 복지부정보 및 자원 리스트
dhs.illinois.gov/helpishere

1-833-2-FIND-HELP (1-833-234-6343)

abe.illinois.gov

현금, 식량 또는 의료 혜택(1-833-2-FIND-HELP)
대부분의 IDHS 지역 사무실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폐쇄된 상태입니다. IDHS 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 (dhs.illinois.gov/helpishere)를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 1-833-2-FIND-HELP (1-833-2346343)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중인 혜택들을 최대화하시거나 새로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abe.illinois.gov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푸드
스템프) 혜택은 4 월과 5 월 두달동안 최대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 혜택(1-888-228-1146)
코비드 19 사태와 관련 필수적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중 자녀들을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1-888-2281146 로 전화하시거나 www2.illinois.gov/sites/OECD/Pages/For-Communities.aspx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쿡카운티에 거주중인 부모님들은 312-736-7390 로 문자 하셔도 됩니다.

주거지 제공 혜택 (1-833-2-FIND-HELP)
본 사태 중 더 많은 주거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housingactionil.org/get-

help/resources-homeless 방문하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본 리스트 (Emergency and Transitional
Housing Provider List)하여 주변의 주거지 서비스를 찾기 바랍니다.
신체적 장애 관련 서비스 (1-877-581-3690)
원래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재활서비스 부서에서 일리노이 전역에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에게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는 일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전화 1-877-581-3690 통해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재활서비스
부서 홈페이지 drs.illinois.gov 를 통해서도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 (1-888-337-5267)
발달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갖고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1-888-337-5267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32253 방문바랍니다.
약물 사용 관련 서비스 (1-833-2-FIND-HELP)
본인 또는 지인이 오피오드 또는 다른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일리노이 핫라인 1-833-2-FIND-HELP 을
이용하시면 약물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HelplineIL.org 를 이용하면 개인화된 도움, 조언, 자원 등을
소개받을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1-866-359-7953 or text “TALK” to 552020)
본인 또는 가족중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일리노이 웜라인 1-866-359-7953 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552020 에 “TALK” 라고 문자 보내면 상담사와 연결되어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연인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사항을 겪고 계시다면 24 시간 운영되는 핫라인 전화번호 1-800-273-TALK (8255) 또는 전국
자살예방 라이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

도박관련 서비스 (1-800-GAMBLER)
당신 또는 지인이 도박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화 1-800-GAMBLER 또는 ILGAMB 을 53342 로 문자하셔서 그리고

weknowthefeeling.org 에 방문하셔서 위치한 지역에 위치한 치료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1-877-863-6338)
가정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당하고 있는 친구, 가족, 연인등을 알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전화
1-877-TO-END-DV (1-877-863-6338)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www.thehotline.org 또는 LOVEIS 를 22522 로 문자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2020 인구조사 (1-844-330-2020)
인구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중인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 됩니다. My2020census.gov 에
방문하시거나 1-844-330-2020 에 전화하면 됩니다. 더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987 987 로 문자하시거나 MaptheCount.org 를
방문해주세요.

개인용 보호구 기부
개인용 보호기구 (PPE)를 기부하시려면 PPE.DONATIONS@ILLINOIS.GOV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1-800-889-3931)
코비드 19 관련 질문은 DPH.SICK@ILLINOIS.GOV 으로 하거나 무료번호 1-800-889-3931 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coronavirus.illinois.gov 에서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