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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기, 어린이(WIC)  
 

 
WIC 는 여성과 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신부, 초보 엄마, 어린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리노이주 WIC 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일일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IC 지역 기관들은 유연하게 

전화로 WIC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재인증, 

영양 교육/발급 혜택, 모유 수유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의뢰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WIC 운영은 지방 / 

WIC 지역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계신 지역의 WIC 클리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DHS Office Locator 를 사용하여 가까운 지역의 WIC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주 WIC 사무실 (217) 782-

216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사용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나 다른 약물 사용 장애를 앓고 있다면, 일리노이주 

전화 상담 서비스 1-833-2-FIND-HELP 로 전화하여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HelplineIL.org 

방문하여 맞춤형 리소스, 지원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청년 투자 프로그램  
 

앞서 발표한 대로 프리츠커 주지사와 일리노이주 

복지국은 COVID-19 팬데믹에 이후 주 재건을 시작됨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위험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일리노이주의 위험한 환경에 처한 

16 세에서 24 세 연령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적인 접근 방식인 일리노이주 청년 투자 프로그램 

(IYIP)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주 

전역의 취업 기회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 건강의 필요 뿐만 아니라 

고용장벽을 고려하면서 청년들이 장기 및/또는 경력 

고용을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과 자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관심이 

있는 공급업체는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0 년 6 월 1 일에서 7 월 1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주 복지국은 모든 간호사들, 특히 이 전염병과 

싸우며 최전방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 주간을 기념했습니다. 말(또는 비디오)로는 

얼마나 고마운지 전할 수 없겠지만 그레이스 허우 IDHS 

장관과 그 팀은 그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시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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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미국인 법안(NAI)  
 

신규 미국인 법안 (New American Initiative, NAI)은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귀화 과정과 

DACA(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리노이주 이민 난민 연합(ICIRR)은 

복지국을 대신하여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본 서비스에는 지역사회 교육과 봉사활동, 영어와 

시민권 시민교육 수업, 미국 시민권 또는 DACA 신청서 

작성, 제출, 면접 과정과 관련된 법률 지원 및 지침이 

포함됩니다.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들의 목록입니다. 또한 

복지국의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dhs.illinois.gov/welcome 를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주거지 리소스 
 

 
 

일리노이주와 복지국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대피소 

서비스를 위한 자금과 노숙자를 방지하고 주거가 

불확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늘렸습니다. 

 

이 서비스의 탐색을 위해 복지국은 영어 와 스페인어된 

유용한 1 페이지짜리 리소스 문서를 개발했습니다.  

 

 

 

 

 

 

 

 
 

 

평온의 전화(CALL 4 CALM) 
 

지난 달, 복지국은 COVID-19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일리노이주 주민들을 위해 무료 정서적 지원 텍스트 

라인 "Call4Calm"을 시작했습니다. 552020 으로 "TALK" 

(스페인어 "HABLAR") 라고 텍스트를 보내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의 자상한 상담 전문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번호는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도움과 지침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552020 으로 "UNEMPLOYMENT", 

"FOOD", "SHELTER" 같은 키워드를 텍스트로 보내면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ll4Calm"은 응급 라인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911 에 전화하십시오. 

 

 

재활서비스부(DRS) 무료 전화 
 

복지국(IDHS) 재활서비스부(DRS)의 지역 사무실은 

계속 문을 닫았지만 고객, 공급 업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직업 지원 또는 가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함없이기에(원격으로) 있습니다. 본 

부서는 이러한 옵션을 확장하기 위해 무료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은 1-877-581-3690 으로 전화하여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도박 
 

만약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도박 장애를 앓고 있다면, 

1-800-GAMBLER 로 전화하거나, 53342 로 ILGAMB 

텍스트를 보내거나 www.weknowthefeeling.org 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리소스 및 치료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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