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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조사 - 9월 30일 마감!!  
 

 
 

IDHS 에서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진 
참여 마감일은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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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혹은 데이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웹사이트 
census.illinois.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NAP 추가 지원  

 
IDHS 는 연방정부가 9 월 한 달 동안 
영양지원프로그램(이하 SNAP) 수혜 가구 
전체가 긴급 지원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정은 전염병 확산 기간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대한으로 책정된 
SNAP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SNAP 혜택 신규 신청이나 
관리는 abe.illinois.gov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 국가 회복의 달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약물 과용의 
폐해를 알리고 9월을 회복의 달로 선포하기 
위해 #’지속되는회복(Recovery Belongs)’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고, 회복 중인 사람들을 
축하하며, 약물 사용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리노이 복지국 약물 사용 예방 
및 회복부(이하 IDHS/SUPR)는 여러 기관을 
통해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 의한 개선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피해 감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을 찾으려면 일리노이 
헬프라인(Illinois Helpline)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DHS/SUPR은 개인이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회복 지원(Digital Recovery 
Support)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추가 
자료나 기관의 행사를 홍보할 방법, 혹은 
‘국제 약물 과다 복용 인식의 날(International 
Overdose Awareness Day)’과 ‘국가 회복의 
달(National Recovery Month)’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이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게시물에 @ILHelpline 을 
태그하고 #RecoveryBelongs 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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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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건강 프로그램 신설 
 

IDHS 는 최근 일리노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위기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 
‘위로의 전화(Call4Calm)’ 문자 회선, 퇴원 
환자를 위한 쉼터, 모바일 건강 관리 및 정신 
건강 센터, 지원금이 없는 분들의 행동 건강 
지원, 공동체 개입 서비스, 웜 라인(Warm Line) 
시간 확대, 리빙룸 프로그램(Living Room 
Program), 퇴원 환자 공동체 관리 등 많은 
추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거나 
유치하고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DHS 가 제공하는 모든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은 같은 사이트의 
‘지원(Support)’ 링크, 특히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치료 목록(List of Mental Health Service & 
Treatmen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의 목록이나 ‘오피스 
위치 검색(Office Locator)’을 이용하여 기관 
유형에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거주하는 카운티(쿡 카운티의 경우 
우편번호[Zip Code] 포함)를 입력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일리노이 주택개발국(이하 IHDA)은 현재 
코비드-19 로 인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미납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모기지 
지원(EMA)’은 약 1 만 가정에 최대 
15,000 달러의 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기관에 
직접 지불하여 올해 3 월과 12 월 사이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9 월 4 일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한 지원자는 
ema.ihda.org 를 방문하거나 IHDA 콜센터 
전화번호 312-883-2720 이나 무료 전화 888-
252-1119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 877-274-4309(TTY)번 
‘나비코어 솔루션(Navicore Solutions)’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DHS 직원 채용 

 
IDHS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IDHS 는 주 전역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13,200 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상시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가상 직업 
박람회나 채용 이벤트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전체 채용 행사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