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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 백신 임시 클리닉 운영 및 홍보 협력 

단체 모집 
  

 
일리노이복지국(이하 IDHS)은 일리노이 보건국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이하 IDPH)과 

함께 주 전역의 백신 수용률 확대에 도움을 줄 지역 

사회 기반 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s, 

이하 CBO)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DHS 와 IDPH 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을 개인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할 CBO 를 찾습니다. 

 

• 홍보 및 모집 

• 전화 및/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예방 접종 신청 접수 

• 장소 비용 부담/ 공간 대여 

• 가벼운 음료 제공 

• 이동 수단 

•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배치된 

행사의 날 개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일리노이 증거 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S) 가상 회의 개최 
 
IDHS의 정신 건강 분과(Division of Mental Health)는 
증거 기반 치료에 관한 가상 회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8월 중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개별 배치 지원(IPS: Individual Placement 
Support), 초발 정신 질환(FEP: First Episode Psychosis), 
공인 회복 지원 전문가(CRSS: Certified Recovery 
Support Specialist) 감독 등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AP 온라인 구매 프로그램 소매업체 추가  
 
 
 
 
 
 
 
 
 
 
IDHS 는 일리노이주의 SANP 온라인 구매에 
우드먼스(Woodman’s), 카운티 마켓(County Market), 
페어플레이 푸드(Fairplay Foods), 슈퍼메르카도 엘 
게로(Super Mercados El Guero) 등 새로운 협력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 협력 업체들은 ALDI, 아마존, 월마트 등 IDHS 
의 기존 SNAP 협력업체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SNAP 
고객은 인스타카트 (Instacart) 당일 배송 및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도 ALDI 의 신선 식품과 저장 식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SNAP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시려면 웹사이트 
shopwoodmans.com, 
mycountymarket.com/shop/online-grocery-shopping/, 
fairplayfoods.com,  shop.supermercadoselguero.com/, 
shop.aldi.us, Amazon.com/SNAP, Grocery.Walmart.com 
에서 화면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SNAP 등록이나 
자세한 정보는 IDHS 웹사이트 dhs.state.il.u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소매업체는 웹사이트 
http://www.fns.usda.gov/snap/online-purchasing-pilot 
에서 상세 내용을 살펴보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IDHS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연중 다양한 자금 지원 
기회 공지(NOFOs: Notices of Funding Opportunities)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기회 전체 목록은 IDHS 
보조금 지원 웹사이트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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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 아편 길항제 날록손 보급 확대 
 
 
 
 
 
 
2020년 일리노이에서는 아편 과다 복용으로 29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33% 증가한 수치로 
일리노이 역사상 한 해 최대 사망자 수입니다.  
 
날록손(Naloxone)은 헤로인, 펜타닐 등 아편 계열 
약물의 과다 복용 치료에 사용되는 아편 길항제입니다. 
IDHS 는 아편 과다 복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주 
전역의 주민이 날록손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매우 안전하며 비강 
스프레이 또는 근육 주사를 통해 투여할 수 있습니다. 
비강 투여 날록손 제품인 나르칸(Narcan)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투여할 수 있으며, 
IDHS 는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의 친구나 가족이 
나르칸을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IDHS 는 아편 유사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구하는 약물인 날록손 보급을 확대하는 데 약 
1,3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날록손 보급 
확대는 IDHS 가 중독 질환자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문제 개선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르칸을 주문할 기관은 
웹사이트 www.dhs.state.il.us/AccessNarcan 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약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리노이 주 아편 및 기타 약물 관련 도움 전화 
1-833-234-6343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833234 번으로 
‘HELP’라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HelplineIL.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GATA 교육 프로그램  
 
일리노이주 지원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법 (Illinois 
Gra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이하 
GATA)은 일관성 있는 주 정부 지원 절차를 통해 연방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과정을 안내하는 IDHS 
GATA 기술 지원 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 주도로 (self-paced) 진행하는  온라인 
학습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모듈로 구분된 자기 주도 
온라인 학습 과정의 총 학습 시간은 약 24시간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GATA 교육 과정 LMS 등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LMS에 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HS.GATATraining@illinois.gov.  
   
IDHS 가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작한 1 시간 길이의 
GATA 고급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영어 가이드. 
스페인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