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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 웹사이트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 dhs.illinois.gov 를 기쁘게 공개합니다.  

새로운 사이트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 COVID-19 정보 안내 

COVID-19 에 관한 일리노이주 복지국의 모든 지침,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링크, 리소스, 공지 사항 및 

발표 내용은 일리노이주 복지국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조사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집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My2020census.gov 를 방문하여 온라인이나 1-844-

330-2020 로 전화를 주셔서 인구 조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987987 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census.illinois.gov 를 방문하십시오. 

 

차일드 케어 복원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리노이주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270 밀리언 달러의 

차일드 케어 복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무 및 경제기회국은 

일리노이주 복지국과 함께 인허된 차일드 케어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복원 보조금은 

일리노이주 차일드 케어 리소스 및 추천 기관 

네트워크(Illinois Network of Child Care Resource & 

Referral Agencies, INCCRRA)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원 의향(Intent to Apply)” 설문이 오늘 시작되었고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2020 년 7 월에 발표되는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을 알리는데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올 

여름 말에 첫 번째 분할을 받습니다.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SNAP) 추가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연방 정부가 6 월까지 

계속해서 모든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 가구에 

대한 비상 할당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 

할당을 통해 수혜 가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 기금을 가족 인원에 맞게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가구는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abe.illinois.gov 을 방문하여 식품비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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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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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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년마다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호텔 및 모텔 직원들의 인신매매 교육에 

관한 일리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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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생활관리국으로부터 $1.7 밀리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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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노인국 

웹사이트 www.illinois.gov/aging 를 방문하거나    

1-800-252-89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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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배포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복지국은 일리노이주 재활시설협회 

(IARF)와 제휴하였습니다.  

 

재활서비스부서에서 펀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리노이주 자립 생활 센터 네트워크(INCIL)를 통해 

KN95 마스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는 일리노이주 차일드 케어 리소스 및 추천 기관 

네트워크와 미네르바 프로모션을 통해 해당 

마스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스크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개인보호장비(PPE)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CDC 웹사이트 

개인보호장비(PPE) 사용 지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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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