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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MIMA가 시의 COVID-19 대응을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자원과 관련된 월간
업데이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무소 업데이트
뉴 아메리칸 리더십 인스티튜트 (NALI)
NALI는 신흥 이민자 및 난민 지도자를 위한 연 4회 세션 시민 아카데미로서 지방 정부의 구조에 대해 배우고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며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파악합니다. 이 세션들은 NALI 참가자들이
지역사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션 구성:

세션 I: 리더십 101 (9월 17일 또는 24일, 미정)
세션 II: 지방 정부 탐색 (9월 27일)
세션 III: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10월 1일)
세션 IV: 우리 동네에서 (10월 6일)

신청하려면 영어 회화 구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려면 NALI
웹페이지(mima.baltimorecity.gov/2022-nali)를 방문하거나 Masuma
Lonczak(masuma.lonczak@baltimorecity.gov)에게 문의하십시오.

볼티모어시 히스패닉 위원회
MIMA는 현재 볼티모어시 히스패닉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시장, 시 기관 및 시의회에 볼티모어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신청 마감은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스패닉위원회신청서(bit.ly/hispanic-commission)를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
MIMA는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의 위원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8월 14일오후 5시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언어접근감독위원회신청서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콧 시장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걷기

7월 28일, MIMA는 브랜든 스콧 시장과 함께 1구 의회에서 지역
사회 참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
기업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와 함께 더 많은 산책, 예정된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19 업데이트
BA.5 변종과 관련된 사망 및 입원의 최근 증가를 고려할 때, 면역 저하자와 50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추가 부스터
접종을 포함하여 모두가 권장되는 코로나 19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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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 프랫 도서관 지점은 여전히무료마스크와가정용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covidtests.gov에서 연방 정부로부터 무료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중증 코로나 질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볼티모어컨벤션센터야전병원코로나19태스크포스성인환자원격

건강셀프추천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MIMA 코로나 19 자료 허브
MIMA의 COVID-19자료허브는 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에서여러 언어로
경제, 건강, 음식 및 학교 자원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볼티모어시보건당국 (BCHD)코로나19정보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코로나19 백신
6개월 이상의 모든 볼티모어 시 주민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는볼티모어시보건부의예방접종등록웹페이지에 방문하거나 443-984-8650으로전화하세요. 스페인어
사용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예방접종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 이내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매주 월요일 MIMA의페이스북페이지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도시 서비스 업데이트
도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도시서비스상태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달의 새로운 소식
원숭이 두창 업데이트
BCHD는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번역될 수 있는 BCHD원숭이두창웹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참조하십시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원숭이 두창을 앓는 사람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새롭거나 설명할 수 없는
발진, 상처 또는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합니다
● 원숭이 두창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보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십시오.

● 보건의료 제공자와 이야기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밀접한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BCHD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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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attlibrary.org/services/at-home-covid-19-tests
http://covidtests.gov
https://app.smartsheet.com/b/form/2fa353b3a5a94397ae1f39e2c34bf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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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ebook.com/MIMABaltimore
https://www.baltimorecity.gov/servicestatus
https://health.baltimorecity.gov/monkey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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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원숭이두창에대한이야기 (영어)

비디오:보건당국은원숭이두창에노출될수있는사람들을위해무엇을하고있습니까? (영어)

비디오:원숭이두창예방법 (영어)

기타 자료:
자료표:사교모임,더안전한섹스,그리고원숭이두창 (영어) 

자료표:인간원숭이두창에대한정보 (영어) 

자료표:인간원숭이두창에대한정보 (스페인어)

인간원숭이두창에대해알아보기:스냅샷 (3인치x5인치) (영어)

인간원숭이두창에대해알아보기:스냅샷 (3인치x5인치) (스페인어)

 인간원숭이두창에대해알아보기:스냅샷 (8.5인치x11인치) (영어)

자료표:인간원숭이두창에대한정보 (영어) 

CDC원숭이두창에대한일반정보 (영어)

CDC원숭이두창에대한일반정보 (스페인어)

긴급 모기지 및 주택 지원 프로그램 (EMHAP)
EMHAP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볼티모어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기한이 지난 주택담보대출금을 지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의
보조금으로 제공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주택 소유자는 기한이 지난 주택 보험, 재산세 및 수도요금으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2020년 3월 1일부터 6개월 연속 연체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EMHAP웹페이지를 참조합니다. EMHAP안내문을 사용하여 주변에 공유하세요.

이민 아웃리치 서비스 센터(IOSC) 이민 상담
IOSC는 이제 이민자와 그 가족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간 법률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이민자는 이민 옵션에 대해 배우고,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혜택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80달러입니다. 약속이 없는 방문 세션은 수요일
아침에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오전 9:30~10:30 사이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한된 대면 세션과 줌으로 다른 시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OSC이민상담웹페이지및안내문을 참조하세요

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LIR) 커리어 업스킬링 프로그램
LIR은 커리어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tephanie Starr(sstarr@lirs.org)또는 Hadeel
Aljuboori(haljuboori@lirs.org)에게 문의하십시오.

PDRC 국제 자원봉사자
PDRC인터내셔널은 웹사이트 콘텐츠, 뉴스 및 소셜 미디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찾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him Bahadur BK (bhimbk@pdrcus.org) 또는 443-519-9423으로문의하십시오.

메릴랜드 CASH 캠페인 서비스
현재 비영리단체인메릴랜드 CASH캠페인은 스페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Clinica de Impuestos"는
2018년~2021년 세금 연도에 대한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뿐만 아니라 종합 납세자 교육 및 저소득 라틴계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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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altimoreHealth/posts/pfbid02TVgh5jnBK8YaudcpDTRdz8E74KXwTsXZwZFTqSYtuVc3NH3E1dzrmnYLwxsrC8BGl
https://www.facebook.com/watch/?v=773539797110019
https://www.facebook.com/BaltimoreHealth/videos/496330732254917/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Social-Gatherings-and-Safer-Sex.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Monkeypox-Fact-Sheet.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Monkeypox-Fact-Sheet_SP.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Monkeypox-Palm-Card.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Monkeypox-Palm-Card-3x5_SP.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Lets-Talk-About-Human-Monkeypox_8.5x11.pdf
https://health.maryland.gov/phpa/OIDEOR/Shared%20Documents/MDH-Monkeypox-Fact-Sheet.pdf
https://www.cdc.gov/poxvirus/monkeypox/index.html
https://www.cdc.gov/Spanish/monkeypox/
https://dhcd.baltimorecity.gov/hho/emergency-mortgage-housing-assistance-progra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u5kHVNSvyOJOZ5iqD-Dot83GxSaOhiJ?usp=sharing
https://www.ioscbaltimore.org/immigration-consultations/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u5kHVNSvyOJOZ5iqD-Dot83GxSaOhiJ?usp=sharing
mailto:sstarr@lirs.org
mailto:haljuboori@lirs.org
https://www.pdrcus.org/
mailto:bhimbk@pdrcus.org
http://www.cash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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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합니다. La Clinica는 현재 다운타운 볼티모어시에 있는
BMore CoLab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며, 지역사회가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놓친 경제 충격 지원금과 기타 유용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La Clinica에 예약을 등록하려면메릴랜드 CASH캠페인의간단한

이자양식을 작성하십시오.

CASH는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 세금 준수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월간 스페인어 무료 금융 교육
웨비나인 "Impuestos y Su Negocio"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기본 세금 개념, 분기별
추정세 납부, 기록 관리 관행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8월 2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다음 Impuestos y Su Negocio
수업에 등록하려면 ‘”mpuestos y Su Negocio”서명등록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전국 자살 예방 핫라인
988이 도와드립니다. 국가 자살 예방 핫라인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며 기밀로 유지됩니다. 전화는 안전한
지원 치료를 제공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가 즉시 응답합니다.

긴급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이제 지역 위기 전화 또는 전국 자살 예방
핫라인(1-800-273-8255)으로 전화하거나 988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스페인어 988안내문을 주변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기회
볼티모어시 트라우마 정보 케어 훈련 보조금
시장실의 이웃 안전 및 참여(MONSE)는 이제 볼티모어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ARPA 기금을 받아 트라우마 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NSE보조금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MONSE보조금포털에서 2022년 8월 17일까지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행사
8월 20일 - 시장의 백 투 스쿨 이벤트
시장의 백 투 스쿨 이벤트는 2022년 8월 20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무료 백팩 및 학용품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예술과 공예, 음식 및 재미있는 활동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 투 스쿨 이벤트 안내문를
참조하십시오.

국가적 사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지침 및 코로나 19 관련 유연성 업데이트
USCIS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능력을 갖춘 O-1A 비이민자를 청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이민자 분류 및 지침을 찾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국적자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7월 20일보도자료및 7월 22일보도자료를 참조합니다.

또한, USCIS는 기한이 지난 후 접수된 요청 또는 통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특정 코로나 19 관련
유연성을 확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25일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기회
[신규]커뮤니티스쿨코디네이터 (이중언어스페인어-영어),존루라초등/중학교, 동남아시아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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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office.com/r/mFBTmeLhfs
https://forms.office.com/r/mFBTmeLhfs
https://www.mdcashacademy.org/event-4901370
https://drive.google.com/file/d/1_gMrec3EEIpXxJReFLd47Eq6vZu7nQNy/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u5kHVNSvyOJOZ5iqD-Dot83GxSaOhiJ?usp=sharing
http://bit.ly/MONSEGrantPortal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guidance-for-afghans-and-iraqis-seeking-special-immigrant-classification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guidance-for-o-1-petitions-with-a-focus-on-stem-fields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extends-covid-19-related-flexibilities
https://www.idealist.org/en/nonprofit-job/bf4feeeda37c4c12b7d4ba470fdc8210-community-school-coordinator-bilingual-spanish-english-john-ruhrah-elemmiddle-school-southeast-community-development-corporation-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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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청 이민국

이중언어당뇨병라이프스타일개입, 존스 홉킨스 브란카티 커뮤니티 케어 발전 센터

이중언어사례관리자, 존스 홉킨스 대학 프로젝트 BHEAM

이중언어정신건강치료사, 존스 홉킨스 대학 프로젝트 BHEAM

이중언어클레임처리자, 범죄 예방, 청소년 및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주지사 사무소

주택교육코디네이터, LEDC

이중언어주택카운슬러,메릴랜드, LEDC

이중언어주택카운슬러,볼티모어, LEDC

YouthWorks유닛관리자 -이중언어스페인어/영어, MOED

모바일커리어내비게이터 -이중언어스페인어/영어, MOED

홍보담당자, MOED

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MIMA의코로나 19자료허브및볼티모어시의코로나 19정보사이트를 방문하세요

Facebook과 Instagram에서 MIMA를 팔로우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월별 업데이트를 받거나 싣고 싶은 공지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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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bs.jhu.edu/job/Baltimore-Lifestyle-Interventionist-MD-21225/852688200/
https://jobs.jhu.edu/job/Baltimore-BI-LINGUAL-CASE-MANAGER-MD-21205/905714800/
https://jobs.jhu.edu/job/Baltimore-Bi-Lingual-Mental-Health-Therapist-MD-21205/905721400/
https://www.jobapscloud.com/MD/sup/bulpreview.asp?R1=22&R2=002572&R3=0039
https://www.ledcmetro.org/jobs_housing_education_coordinator_maryland
https://www.ledcmetro.org/jobs_bilingual_housing_counselor_maryland
https://www.ledcmetro.org/jobs_bilingual_housing_counselor_baltimore
https://city-of-baltimore-mayor-s-office-of-employment-development.breezy.hr/p/261ab82c1a20-unit-supervisor-youthworks
https://city-of-baltimore-mayor-s-office-of-employment-development.breezy.hr/p/d2497671c105-mobile-career-navigator-bilingual-spanish-english
https://city-of-baltimore-mayor-s-office-of-employment-development.breezy.hr/p/1878017c7b2b-public-relations-officer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
https://www.instagram.com/mimabaltimore/
mailto:mima@baltimoreci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