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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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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6일 
 

농촌 지역 툴박스(RURAL COMMUNITY 
TOOLBOX) 
 

일리노이주 복지국(이하 IDHS)에서 백악관 
국가약물통제정책국(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이 최근 약물 
중독의 영향을 받은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농촌 지역 툴박스(Rural Community 
Toolbox)’는 농촌 지도자들에게 16 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독에 
대한 펀딩, 기술 지원 및 정보 자원을 통합 
연결하는 대화형 온라인 정보 센터입니다. 
또한 업데이트된 지역 평가 툴(Community 
Assessment Tool)도 탑재하여 동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빈곤(Persistent Poverty), 
‘통신망 접속(Broadband Access)’, ‘경제 개발 
구역(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 승인 약물 
사용 및 정신 건강 시설(SAMHSA-Approved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  
 
다음 링크에서 ‘농촌 지역 툴박스’, RCTB 
팩트 시트 및 해당 보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IDHS 소셜 미디어 
 

IDHS 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팔로우 
하세요.  각 플랫폼을 활용하면 IDHS 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DHS의 계정 링크입니다: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힐링 일리노이 
 

힐링 일리노이(Healing Illinois)가 IDHS 가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Chicago 
Community Trust)와의 제휴로 주 전역의 
기관에 4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종간 치유 노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힐링 일리노이는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 촉진,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로 화합을 
실행할 수 있는 협력 활동 장려, 지식을 
쌓거나 넓힐 수 있도록 고안한 활동을 통한 
학습 촉진, 인종간 치유 모임, 평화 모임 혹은 
회복적 정의 운동 등을 통한 인종간 유대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차 지급 마감일은 10 월 14 일 
수요일이었으며, 2 차 지급 마감일은 10 월 
30 일 금요일입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IDHS 는 올 가을과 겨울에 독감과 코비드-
19의 중복 발생에 대비한 독감 예방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접종자의 
수가 증가하면 독감 발생수, 독감으로 인한 
입원자수 및 사망자수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코비드-
19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급업체와 지역 보건부는 환자들이 
방문, 예약 및 드라이브 스루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진료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많은 약국에서도 예약이나 
방문을 통한 독감 예약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약국이 귀하의 
의료 보험이나 약처방 보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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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 

 
IDHS 및 산하 재활 서비스 부서(Divi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는 10 월을 맞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발효 30주년과 함께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National Disability Employment Awareness 
Month, 이하 NDEAM) 75 주년 행사를 열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직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된 
시민권 법안입니다. ‘접근성과 기회 
확대(Increasing Access and Opportunity)’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국(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은 
고용인과 다른 기관이 NDEAM 기념 행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공식 포스터뿐만 아니라 
샘플 기사, 보도 자료, 발표문 및 소셜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채용 및 교육 프로젝트 
 

IDHS 의 웰컴센터 주거 및 시설 지원 
프로젝트(Welcome Center Housing and utility 
Assistance Project)는 2020 3 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0일 사이에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겪는 이민자, 난민, 영어 
능숙도가 제한적인(LEP) 개인에게 임시 및 
긴급 채용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DHS 는 26 개소의 커뮤니티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코비드-19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인력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참여자는 지역 기반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수료증 프로그램, 
수업료 상환, 컴퓨터 교육,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취업 준비 및 취업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웰컴센터를 찾아보시려면 IDHS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IDHS 직원 채용 

 
IDHS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IDHS는 주 전역에 걸쳐 
1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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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HS와 
기타 일리노이주 채용 정보는 
work.illinois.gov 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