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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신앙 교육 
 

일리노이주 복지부(IDHS) 와 NAMI 
시카고는 스트레스, 불안, 슬픔 및 피로를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사역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NAMI 는 새로운 접근 
방식, 도구, 교육 전략을 담은 가상 교육 
과정을 신앙 공동체 지도부와 신자들에게 
무료로 지원합니다.  
 
www.namichicago.org/faith 에서 더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지원 계획 
 

농가 지원 계획(The Farm Family Resource 
Initiative)은 SIU 의과대학과 일리노이주 
농무국(Illinois Department of Agriculture)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SUI 의과대학의 농촌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개발센터(Center for Rural Health and Social 
Services Development)는 일리노이주 전역의 
농가를 위한 지원 및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크리스천(Christian), 
로건(Logan), 메이컨(Macon), 
맥커핀(Macoupin), 모건(Morgan), 
상가몬(Sangamonx) 등 일리노이 중부의 6개 
시범 카운티의 농민에게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보호 하에 도움의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농가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헬프라인 1-
833-FARM-SOS로 전화해주세요. 1-833-327-
6767번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귀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IDHS 도움의 전화(Help Is Here)  
 

귀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코비드-19 전염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552020번으로 TALK(영어) 또는 
HABLAR(스페인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문자 및 데이터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용 약관을 참고하세요). 
서비스는 무료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해당 지역의 자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이름(first 
name)과 우편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 
순간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전화하거나 http://HelplineIL.org에 접속하여 
저희와 채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HelpisHere를 기억하세요.  
 
유색 농민 기금 
 

농업시험소(Experimental Station)가 관리하는 
유색농민 신선식품 기금(The Fresh Food from 
Farmers of Color Fund, FFFC)은 시카고 
남서부 시민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색 농민을 대상으로 식량 생산, 
농지 기반 시설, 사업 능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업시험소는 일리노이주 복지국(이하 
IDHS)과 협력하여 파머스 마켓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이 남서부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확대한 유색 
농민에게 67 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https://www.listewards.org/fresh-food-from-
farmers-of-color-fund-awards-announced/에서 
관련 보도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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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툴박스(RURAL COMMUNITY 
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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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자원을 통합 
연결하는 대화형 온라인 정보 센터입니다. 
또한 업데이트된 지역 평가 툴(Community 
Assessment Tool)도 탑재하여 동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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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농촌 지역 툴박스’, RCTB 
팩트 시트 및 해당 보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힐링 일리노이 
 

힐링 일리노이(Healing Illinois)는 IDHS 가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Chicago 
Community Trust)와의 제휴로 주 전역의 
기관에 45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종간 치유 노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2차 지원 마감일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코비드-19 채용 및 교육 프로젝트 
 

IDHS 의 웰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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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웰컴 센터를 찾아보시려면 IDHS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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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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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