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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프로그램 신설 
 

일리노이 복지국(이하 IDHS)은 일리노이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으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세 

가지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IDHS 는 IDHS 

주립정신병원(SOPH) 퇴원 환자들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 및 

종래와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맺어 

역량을 키우고 의료 서비스와 새로운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 기관들이 운영하는 리빙룸 

프로그램(LRP), 트랜지셔널 리빙 센터(TLC), 

트랜지셔널 커뮤니티 케어 및 서포트 

프로그램(TCCS)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IDHS 가 제공하는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HS 가상 직업 박람회 
 

IDHS 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가상 직업 

박람회나 채용 행사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전체 

채용 행사 목록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HS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IDHS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각 플랫폼을 활용하면 IDHS 와 

소통하면서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S 공식 계정들의 

링크입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P-EBT 식품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한 연장  
 

IDHS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8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있는 

일리노이 가정이라면 지난 봄 학기 동안 빠진 

수업일 기준으로 학생 한 명 당 최대 

342 달러까지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부터 2020 년 6 월까지 

무료 혹은 저렴한 식사를 지원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팬데믹 전자혜택전환(이하 

P-EBT)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39 만 명 가량 

됩니다.  지난 봄에 SNAP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은 abe.illinois.gov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거나 IDHS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 간소화된 P-EBT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 지원   
 

일리노이 주택개발공사(IHDA)는 최근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리노이 임차인을 위한 지원 신청 

기한을 8 월 28 일 오후 12 시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긴급 임차인 지원(ERA) 

프로그램은 코비드-19 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적격의 임차인에게 5 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한 신청자는 

era.ihda.org 를 방문하거나, IHDA 콜센터 

전화번호 312-883-2720또는 무료 전화 888-252-

11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은 나비코어 솔루션(Navicore 

Solutions) 회선인 (877)274-4309(TTY)로 

연락하셔서 무료 지원을 받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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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5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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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access/
https://www.dhs.state.il.us/page.aspx?
https://era.ih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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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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 코비드-19 대응 
 

일리노이 복지국(이하 IDHS)은 여러분을 위한 

기관입니다. IDHS 는 코비드-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직원, 협력 기관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인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IDHS 는 이번 전염병 확산 기간 동안의 수많은 

특별 대책을 기록하고자 주요 업무를 정리한 

요약 문서를 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계획 수립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교훈을 얻어, 일리노이의 복지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고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계 청년 고용 프로젝트  
 

최근 IDHS 는 JB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대표들 및 록퍼드, 워키건, 어배너,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의 협력업체들과 함께 IDHS 하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C-SYEP)의 성공을 

다짐하였습니다.   
 
IDHS 는 C-SYEP 프로그램을 통해 2020 년 

8 월까지 주 전역의 청년 2,400 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계속되는 COVID-19 확산 속에서도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이 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으로 930 만 달러를 

책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여기에서 

협력업체 및 직업 소개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 인구 조사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진 참여 마감일은 2020년 

9 월 30 일입니다.  My2020census.gov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1-844-330-2020 번 전화로 

인구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987987 로 문자를 

보내거나 census.illinois.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 방지를 위한 생명의 전화 신설:  
 

2020 년 7 월 16 일 목요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기에 처한 미국 

국민들을 자살 방지 및 정신 건강 위기 상담사와 

직접 연결해주는 전국 세 자리 전화번호인 

988번을 개설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화 서비스 업체는 2022 년 7 월 

16 일까지 988 회선을 기존 ‘미국 자살 방지 

생명의 전화(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이하 NSPL)’에 연결해야 합니다. 988 번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NSPL 

전화번호인 1-800-273-8255(1-800-273-TALK) 

번을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역 및 복무 

중인 군인은 위 번호에 연결 후 1번을 누르거나, 

www.veteranscrisisline.net 에서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거나, 838255 번으로 문자를 보내 전역 

군인 위기 전화(Veterans Crisis Line)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hs.state.il.us/page.aspx?item=123529
https://abe.illinois.gov/abe/access/
https://files.constantcontact.com/f1e178eb701/457951ad-02db-43b8-b9c2-44a1b081fae3.pdf
https://www.dhs.state.il.us/page.aspx?item=125237
https://my2020census.gov/
http://www.census.illinois.gov/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OC365563A1.docx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DOC365563A1.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