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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조사, 9월 30일에 마감합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이하 IDHS)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리노이주의 재정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워싱턴 
D.C.에서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제공된 
정보는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정부 
지원과도 무관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자진 참여 
마감은 2020 년 9 월 
30 일입니다.  My2020census.gov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거나 1-844-330-2020로 
전화하셔서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census.illinois.gov 를 
방문하시거나 987987 로 문자를 보내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문자 및 
데이터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용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인구조사 인포그래픽을 공유하는 
방법은 소식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IDHS 직원 채용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IDHS 는 주 전역에 걸쳐 13,200 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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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S 와 기타 
일리노이주 채용 정보는 
work.illino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 추가 지원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연방정부가 9월 
한 달 동안 영양지원프로그램(이하 SNAP) 
수혜 가구 전체에 긴급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승인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혜 가정은 전염병 확산 기간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대한으로 책정된 
SNAP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수혜 
가정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SNAP 
혜택 신규 신청이나 관리는 
abe.illinois.gov에서 가능합니다.  
 
2020 DSP 기념 주간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전국 직접 지원 
전문가 (Direct Support Professional, 이하 DSP)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정신 장애 및 발달 
장애를 가진 분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모든 DSP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SP 는 일리노이 커뮤니티 
서비스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DSP 여러분은 코비드-
19 확산 기간 동안 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IDHS 는 DSP 의 모든 
지속적인 봉사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DSP 여러분 
감사합니다! 
 
 
 
 
 
 



IDHS 주간 소식지  
1-833-2-FIND-HELP (1-833-234-6343) 

dhs.illinois.gov/helpishere  
abe.illinois.gov 

 

    2020년 9월 18일 
 

IDHS 신선 식품 파일럿 프로젝트  
 

이번 주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가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코비드-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카고 남부 지역에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가든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의 
잉글우드에 위치한 안티오크 헤이븐 
홈즈(Antioch Haven Homes)가 첫 번째 
커뮤니티 가든 파일럿 프로젝트 장소입니다. 
안티오크 침례교회(Antioch Missionary 
Baptist Church)의 안티오크 헤이븐 홈즈 
소유의 정원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크 헤이븐 홈즈의 저소득층 주택 
197 개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브로콜리, 
콜라드 그린, 컬리 케일과 스톤헤드 양배추를 
제공합니다. 또한 안티오크 침례교회는 
600 개 가구 전체, 1200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해 커뮤니티 가든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참여 기관으로는 펀우드 
커뮤니티 아웃리치 교회, 그레이트 트루 바인 
침례교회(로라 B. 콜린스 커뮤니티 개발 
센터), 이너 시티 무슬림 액션 
네트워크(IMAN)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엔델레오 인스티튜트) 등이 있습니다. 
시카고 커뮤니티 가든 협회(Chicago 
Community Gardens Association)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참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2020년 국가 회복의 달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약물 과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9 월을 회복의 
달로 선포하기 위해 #Recovery 
Belongs(지속되는 회복)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피해 감소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을 찾으려면 일리노이 
헬프라인(Illinois Helpline)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 
약물남용예방 및 회복부(이하 
IDHS/SUP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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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 인식의 
날(International Overdose Awareness Day)’과 
‘전국 회복의 달(National Recovery Month)’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게시물에 @ILHelpline 을 
태그하고 #RecoveryBelongs 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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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HS/SUPR 국장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2020 년 국가 회복의 달 계획 
파트너 람스타드/케네디 상’을 받은 
약물남용예방 및 회복국(SUPR) 국장 대니 
커비(Dani Kirby)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대니 커비의 
리더십이 일리노이주와 전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커비 국장은 
일리노이주에서 회복을 촉진하고 ‘중독’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꿀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가진 개인과 그 자녀 및 
가족을 위해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자주 
따라붙는 오명을 불식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회복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 정책과 펀딩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커비 국장은 혁신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중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재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전략 
담당자들에게 회복을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 회복의 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거에 기반한 FDA 승인 의약품 
보조 치료제(MAT)와 회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리노이주의 MAT 치료제 
수용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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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2020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