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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인식 교육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너무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IDHS)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숙박업소가 직원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인신매매를 목격했을 때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프로토콜을 교육하도록 하는 

숙박업 인신매매 인식 교육법 조항에 따라 

인신매매 인식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직원은 숙박업소에 고용된 후 

6 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숙박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2년마다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호텔 및 모텔 직원들의 인신매매 

교육에 관한 복지국(IDHS) 커리큘럼 지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연계 
 

계속되는 COVID-19 팬데믹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노인국(IDoA)과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지난 주에 미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생활관리국으로부터 $1.7M 을 

수령했습니다. 

 

이 기금은 기술 장치를 구입하고, 독거인, 

평소에 재택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시골 

거주자를 대상으로 증가한 사회 활동 및 

유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노인국 

웹사이트 www.illinois.gov/aging 를 

방문하거나 1-800-252-8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난 주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비-

NIOSH(미산업안전 보건연구원) KN95 

마스크를 주 전역의 지역사회 기반 기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또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마스크를 배포할 

파트너 기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장애부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서(차일드 케어 제외),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 예방 및 회복부서를 통해 펀딩을 

받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 복지국은 

일리노이 재활시설협회(IARF)와 제휴하여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재활서비스부서(DRS)에서 펀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역 재활서비스 

사무소와 일리노이 자립 생활 센터 

네트워크(INCIL)를 통해 KN95 마스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는 일리노이 차일드 케어 

리소스 및 추천 기관 네트워크와 미네르바 

프로모션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KN95 마스크 요청 프로세스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개인보호장비(PPE)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CDC 웹사이트 

개인보호장비(PPE) 사용 지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IDHS) COVID-19 정보 안내 
 

COVID-19 에 관한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모든 지침,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링크, 

리소스, 공지 사항 및 발표 내용은 IDHS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s://www.dhs.state.il.us/OneNetLibrary/27897/documents/Initiatives/HumanTrafficking/Human-Trafficking-Curriculum-Guide.pdf
http://www.illinois.gov/agin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using-pp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using-ppe.html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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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록손(NALOXONE) 배급   
 

일리노이주 복지국/약물사용 예방 및 

회복부서는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마약성 진통제 치료 프로그램(OTP)에서 

클리닉과 운반 접촉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확대 테이크-홈 메타돈(Take-Home 

Methadone)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 변경으로 안정적인 

환자는 14-28병의 테이크-홈 메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돈의 추가 가용성은 

COVID-19 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이나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복용의 

가능성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복지국/약물사용 예방 및 회복부서는 

과다복용 교육 및 날록손 배급(OEND)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OTP 환자를 위한 날록손 

액세스를 늘리는데 주 전역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약물사용 예방 및 회복부서는 OEND 

제공업체에게 OTP 환자 당 날록손 키트 

2 개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원에 따른 차일드 케어 영업 

재개 
 

COVID-19 재난 선언 기간 동안 필수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응급으로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어린이집과 센터들이 

문을 열었으나 대부분의 인허된 보육 

프로그램은 일리노이주 복원 계획의 단계 

1 과 단계 2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차일드 

케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단계 3 과 4 에서 

안전하게 영업을 재개하여 업무에 복귀할 

많은 가족들에게 케어를 제공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드 뱅크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일리노이주 

전역의 푸드 뱅크 및 푸드 팬트리에 대한 연방 

기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www.illinoisfoodbanks.org/sites.asp 에서 

가까운 푸드 팬트리나 수프 키친을 

찾으십시오.  

 

 

트라우마 다루기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COVID-19으로 

입증된 것처럼, 유색인종에게 냉혹하고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의, 폭력,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DHS 웹사이트에 리소스 모음이 있으며, 

Call4Calm 라인 55-2020 으로 "TALK" 또는 

"HABLAR"라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무료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118
https://www2.illinois.gov/sites/OECD/Documents/05.22.20%20Restore%20Illinois%20Child%20Care%20Guidelines.pdf
http://www.illinoisfoodbanks.org/sites.asp
http://www.dhs.state.il.us/page.aspx/36398?item=3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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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음식  
 

 
 

팬데믹 긴급 혜택 전환(P-EBT)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받았을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 가정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SNAP)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학령기 자녀는 자동으로 P-

EBT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SNAP) 혜택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abe.illinois.gov 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고 가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P-EBT 혜택을 신청 

하십시오.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s://abe.illinoi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