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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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CAB) 및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
MIMA는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및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의 이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AB 지원
페이지(7월 31일 오후 5시까지) 및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 지원 페이지(7월 31일 오후 5시까지)를 방문하세요.
MIMA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팀에 합류하여 MIMA의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가상 및 대면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등록하려면 bit.ly/MIMAvolunteer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작성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원봉사자 조직 담당 시그리드 에드슨(Sigrid Edson)에게 Sigrid.Edson@baltimorecity.gov으로 문의하세요.
리아와 시그리드를 환영합니다
MIMA는 자원봉사자 조직과 소통 및 커뮤니티 참여 활동을 지원할 두 명의 2022년 여름 인턴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아트 위드 어 하트의 아트 오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멤버인 리아 수드(Ria Sood)는 SALDEF의 SikhLead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녀는 맥도너 스쿨(McDonogh School)의 떠오르는 주니어며 연보
편집자와 성평등 권한 클럽 리더 및 학생 정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리아는 인도
이민자의 자녀로서 펀자브어와 힌디어를 배우며 자랐으며 계획 및 학생 리더십 경험이 있습니다.
MIMA에서 인턴을 하기 전 시그리드 에드슨(Sigrid Edson)은 사회과학 연구소, 젠더에 기반한 폭력 예방 교육자 및
지역 중학교에서 방과 후 시민 프로그램 강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및 국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 중이며 여성, 성별 및 성 연구를 부전공 중입니다. 그녀는 과거 스테이션 노스 지구와 센트럴
볼티모어 파트너십에서 일하였고 고향과 볼티모어의 상호 원조 조직 업무 등 커뮤니티 참여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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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데이트
6개월~5세 아동의 예방접종
이제 CDC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볼티모어 시
보건부(BCHD)는 BCHD 및 주립 센터 예방접종 장소에서 6개월~5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BCHD 커뮤니티 클리닉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BCHD 및
MIMA에서 월요일마다 게시하는 현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 일정을 확인하세요.
일부 약국에서 5세 미만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지만 3세 이상의 아동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아과
진료실에서 이미 예방접종을 제공 중이거나 계획 중이지만 일부 진료실은 계획이 전무합니다.
볼티모어 조직을 위한 무료 개인 보호 장비(PPE)
볼티모어 시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의료 시설과 커뮤니티 조직, 학교, 캠프, 사업체 및 기타 그룹은 PPE 키트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무료 PP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6개월 이상의 모든 볼티모어 시 주민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볼티모어 시 보건부의
예방접종 등록 웹 페이지에 방문하거나 443-984-8650으로 전화하세요. 스페인어
사용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하거나 음성 메시지을 남겨
예방접종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 이내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케네디 크리거 코로나19 예방접종 클리닉
BCHD 커뮤니티 클리닉 외에도 케네디 크리거(Kennedy Krieger) 연구소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포함한 5세 이상의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6시에 외래환자 센터(1741 Ashland Ave.)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개인은 예약으로만 1차~3차 접종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케네디 크리거 코로나19 클리닉 전단지를
참고하세요.

검사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도시 서비스 업데이트
도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도시 서비스 상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달부터 주택가 청소 재개
2022년 7월 13일부터 공공사업부(DPW)는 거리 청소 업무를 재개합니다. 주민들은 통지문을 받지 않으려면 거리 청소일에 주차
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No Parking”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30일의 유예기간(7월 13일~8월 12)일이
시행되어 주민과 방문객이 거리 청소 일정에 다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PW 보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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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새로운 소식
동남 커뮤니티 개발 조합(동남 CDC) 가족 안정 프로그램
동남 CDC는 집을 잃거나 공공 서비스가 끊길 우려가 있는 가족에게 집중적인 사례 관리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 안정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족 안정 프로그램
전단지를 참고하고 가족 안정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동남 CDC(443-416-9788)로 전화하세요.
동남 CDC 자택 소유 자료
또한 동남 CDC는 미래의 자택 소유자에게 상담과 워크숍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전단지를 확인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주택 상담(스페인어)
자택 소유 워크숍(스페인어)
라틴계 경제 개발 센터(LEDC) 지원
LEDC는 임대와 에너지 및 수도 지원을 신청하는 볼티모어 시 주민 및 세입자에게 이중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10-929-2894로 전화 또는 문자하세요.
2022 주지사 예비 선거
선거일은 7월 19일입니다! 사전 투표는 7월 14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나 볼티모어
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Ve y Vota!는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한 선거 자료를 제공하며 핫라인 1-888-VE-Y-VOTA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APIAVote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선거 및 유권자 권리를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 전략 계획 설문조사
메릴랜드 주 교육위원회와 주 교육부는 메릴랜드 교육 시스템의 미래를 위한 다년 전략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7개 언어로
제공되는 전략 계획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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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관리 부서의 메릴랜드 AmeriCorps 자원봉사자 직위(BCRP)
지원하여 BCRP와 함께 메릴랜드 AmeriCorps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AmeriCorps 구성원은 약간의 생활 수당과
장학금을 받습니다. 2022년 7월 15일까지 지원하세요. 직위와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eriCorps 직위 설명을
읽으세요.
ResFest 자원봉사자
성 프란시스 네이버후드 센터는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게르만 공원에서 제17회 연례
리저뷰어 힐 자원 박람회 및 음악 축제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무료 음식과 행사 참여를 위한
무료 티셔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설치와 자원봉사자 및 노점 체크인, 유아 코너, 기타 세부 업무를 맡습니다. Res
Fest 자원봉사자 등록 페이지에서 교대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LaBurt – Mosher 커뮤니티 냉장고고
근린 주거 서비스(NHS)는 607 N Ashburton St.에 있는 LaBurt – Mosher 커뮤니티 냉장고를 위한 음식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능한 기부 인포그래픽를 확인하거나 laburtmoshercommunityfridge@gmail.com으로 자넷
베일리(Janet Bailey)에게 문의하세요.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자문위원을 모집 중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자문위원회에서 일할 65세 이상의 히스패닉계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전단을
확인하거나 916-668-1493 또는 Anna.hung@duke.edu으로 애너 헝(Anna Hung)에게 연락하여 성함과 전화번호 및 통화 희망
시간을 알려주세요.

보조금 기회
USCIS 시민권 및 통합 보조금 프로그램
2022년 6월 27일, DHS는 전국 커뮤니티의 시민권 준비 프로그램에 최대 2,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시민권 및 통합 보조
프로그램 공개 신청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쟁적 보조금 기회는 이민자들의 귀화를 준비하고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시민에
대한 지식을 쌓아 시민 통합을 촉진하는 단체에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022 시민권 및 통합 보조금 프로그램 웹 페이지
또는 6월 27일 USCIS 보도 자료를 방문하세요. 이 자금 지원 기회를 신청하려면 www.grants.gov를 방문하세요.

커뮤니티 행사
8월 2일 — 마운트 클레어 내셔널 나이트 아웃
Join the 음식과 자료 및 활동과 함께 하는 가족 페스티벌인 내셔널 나이트 아웃을 위한 마운트 클레어 커뮤니티 회의에
참여하세요. 8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트레이시 앳킨스 공원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 ResFest
성 프란시스 네이버후드 센터(SFNC)는 커뮤니티를 기념 행사 참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이 넘치는 제17회 연례
리저뷰어 힐 자원 박람회 및 음악 행사에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르만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SFNC 행사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적 사건
2022년 6월 14일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적격한 아프가니스탄인이 보호 및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월 14일 USCIS 보도 자료를 방문하세요.

취업 기회
주택 교육 코디네이터,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메릴랜드, L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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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볼티모어, LEDC
YouthWorks 유닛 관리자 - 이중언어 스페인어/영어, MOED
모바일 커리어 내비게이터 - 이중언어 스페인어/영어, MOED
홍보 담당자, MOED

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볼티모어 시의 코로나19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MIMA를 팔로우하세요요!
이메일을 통해 월별 업데이트를 받거나 싣고 싶은 공지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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