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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조사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이하 IDHS) 인구조사실 5 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4 월 27 일 
기준으로 일리노이주가 인구조사 자진 
참여율에서 전국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의원 및 유권자들은 미국 인구조사국(USCB) 
참여율 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역의 참여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 자진 참여를 2020 년 10 월 
31 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y2020census.gov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1-

844-330-2020 번 전화로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987987 로 문자를 보내거나 
census.illinois.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주 청년 투자 프로그램  
 

IDHS 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청년들이 청년 투자 프로그램(Illinois Youth 
Investment Program)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특히 청년들이 경력직으로 장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여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0년 

8월 3일 월요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7 월 15 일 오전 9:00 시에는 ‘기술 지원 
웹세미나(Technical Assistance Webinar)’도 
열릴 예정입니다. 웹세미나 및 등록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HS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IDHS 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각 플랫폼을 
활용하면 IDHS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S의 
계정 링크입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놓치지 마세요 - 학생 식품 지원  
 

 
 

올해 초, IDHS 는 연방정부로부터 팬데믹 
긴급 혜택 전환(이하 P-EBT)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P-EBT 는 학기 중에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학령기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에서도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학기는 모두 끝났지만 가정에서 7 월 

15 일까지 P-EBT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정은 빠진 수업일 당 어린이 한 
명에 대해 5.7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양지원프로그램(이하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P-EBT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의 가정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IDHS는 이런 
가정을 위해 기존 LINK 카드에 P-EBT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SNAP 혜택을 받지 않고 있지만 무료 
혹은 저렴한 점심식사를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은 7 월 15 일까지 P-
EBT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학생이 P-EBT 자격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e.illinois.gov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거나 간편 양식으로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24114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24114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24114
https://2020census.gov/en/response-rates.html
https://2020census.gov/en/response-rates.html
https://2020census.gov/en/response-rates.html
https://my2020census.gov/
http://www.census.illinois.gov/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002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9129843587717488908
https://twitter.com/ILHumanServices
https://www.facebook.com/www.dhs.state.il.us/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wKS7ZQ5WWvkPSeiQr8HA
https://www.linkedin.com/company/illinois-department-of-human-service-bureau-of-recruitment-and-selection/
https://abe.illinois.gov/
https://twitter.com/ILHumanServices
https://www.facebook.com/www.dhs.state.il.us/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wKS7ZQ5WWvkPSeiQr8HA
https://www.linkedin.com/company/illinois-department-of-human-service-bureau-of-recruitment-and-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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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지역사회 및 업계 보조금 
 

지난 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전염병 
확산과 최근의 시민 소요 사태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 억 
달러의 주 보조금 프로그램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IDHS는 그중 3,250만 달러를 
중소기업과 근로자 가정을 비롯하여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일리노이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불안정한 
시기에 실직자들의 채용, 청년 서비스 제공, 
푸드 뱅크 추가 기금 조성,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치유 및 회복적 사법 지원, 빈곤 가정 
추가 식품 안전 보장 등의 계획에 쓰일 
예정입니다. IDHS는 해당 영역에 종사하는 
협력 업체들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때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 업계 
네트워크에 감사를 전합니다. 
 
발표 전문은 주지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IDHS 웹사이트 디자인 변경 
 

  
 

새로 단장한 IDHS 웹사이트를 
DHS.illinois.go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사용자 편의를 위주로, 
예전보다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SNAP 긴급 보조금 지원 7월까지 연장! 

 

연방정부는 SNAP 수혜 가정 전체에 대한 
긴급 보조금을 7 월에도 계속 지급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정은 
전염병 확산 기간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대한으로 책정된 SNAP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수혜 가정에서는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2020 년 7 월분 SNAP 긴급 
보조금은 2020년 7월 19일부터 2020년 7월 
30일 사이에 기존 SNAP 수혜 가정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NAP 혜택 지원 신청은 abe.illinois.gov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SNAP 온라인 구매 
 

IDHS 는 대략 1 백만 가정, 혹은 190 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SNAP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시와 함께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최초로 온라인 SNAP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IDHS 는 일리노이주 지역사회 곳곳에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미치도록 다른 식료품 
소매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료품 소매업체의 
EBT(전자혜택전환)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소매업체는 
http://www.fns.usda.gov/snap/online-
purchasing-pilot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s://www2.illinois.gov/Pages/news-item.aspx?ReleaseID=21697
http://dhs.illinois.gov/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
http://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