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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청 이민국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MIMA 는 코로나 19 에 관련된 시의 대응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를 위해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와 자원 정보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최신 정보
MIMA 는 볼티모어시 보건국, CASA, 에스페란자(Esperanza) 센터, 국제 구호 위원회(IRC)와 협력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자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자선행사 및 우리 시의 가장 취약한 이민자 공동체를
위한 백신 접종을 돕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아랍어로 제공됩니다!
코로나 19 백신
볼티모어의 모든 12 세 거주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등록을 위해 covax.baltimorecity.gov 를 방문하세요. 이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백신 예약 등록을 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음성
메일을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남겨 주세요. 음성 메일을 남기는 경우 14~48 시간 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문자나 음성 메일을 국제 구호 위원회(571.412.1202)에 남길 수 있습니다.
곧 있을 백신 진료소
Digital Harbor (1100 Covington Street)
7 월 1 일 그리고 7 월 22 일 목요일 오전 10 시~오후 2 시
1 차 접종 파이자, 2 차 접종 모더나
CASA (2706 Pulaski Highway)
7 월 15, 7 월 29 오후 4 시~오후 8 시, 파이자 1 차 접종
7 월 21 오후 3 시~7 시, 모더나 1 차, 2 차 접종
John Ruhrah 초등학교 (701 Rappolla Street)
7 월 8 일, 7 월 15 일, 7 월 22 일, 7 월 29 일 목요일 3:30-오후 6 시
파이자 1 차, 2 차 접종

볼티모어시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얻고 싶으십니까?
MIMA 홈페이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섹션을 방문해 주십시오: mima.baltimorec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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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Mart (3400 Annapolis Road)
7 월 10 일, 7 월 17 일, 7 월 24 일, 7 월 31 일 토요일 오전 10~오후 12 시
파이자 1 차, 2 차 접종
검사
매주 월요일, MIMA 페이스북에서 한 주의 검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지역 공동체 스포트라이트
많은 다른 난민들처럼 모하메드는 2016 년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갖고 볼티모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국제 구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호텔에서 그의 첫 직업을 찾아 영어를
연마하고 미국에서 경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IRC 를 통해 모하메드는 CCBC 에서 일반 아파트
유지보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 년 후
모하메드는 다른 네 명의 응시자와 함께 시험을
치르고 CCBC 의 HVAC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이
수업으로 그는 자신의 목표와 더 부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VAC 훈련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훌륭한 발판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훌륭했습니다. 친절하고, 무리 없이,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강사의 도움으로
모하메드는 빠르게 볼티모어 가스, 전기 공사에서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HVAC 기술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이며 급여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하메드는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로 가기 위해 그는 더 심도 있는 수업에 등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난민 고용에 관심 있는 사업주는 IRC 경제 강화 팀(economic empowerment team)의 이메일
HireBmoreRefugees@Rescue.org 로 연락하세요.
경력 개발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난민과 망명자는 IRC 예약 요청 양식을 http://bit.ly/IRCBaltimore 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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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MIMA 행사
강제 퇴거 방지 프로그램 및 주택 관련 권리 알기 페이스북 라이브 시리즈 월세가 밀렸습니까? 집주인이 강제
퇴거하겠다고 위협하나요? 집주인이 차별을 하나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나요? MINA, CASA, 남동 CDC, 남미
경제 개발 센터, 공공 법률 센터, 볼티모어 지역공동체 행동 파트너십(BCAP) 센터 그리고 시청의 자본 및 민권부에
참여하여 강제 퇴거 방지 프로그램 및 주택 관련 권리에 대해 배우세요.이 시리즈는 MIMA 의 페이스북에서
개최됩니다.
● 스페인어: 7 월 27 일 오후 12 시
● 영어: 8 월 12 일 오후 12 시
● 불어: 8 월 19 일 오후 12 시
bmorechildren.com/residents 를 방문하여 강제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하세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MIMA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긴급 광대역 혜택 정보 강의가 있습니다! 긴급 광대역
혜택(EBB) 프로그램 신청 오픈을 알고 있나요? 매달 인터넷 요금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정의
기기에 대해 $100 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지원 프로그램(푸드스탬프,
무료 학교 급식, 등)을 사용하는 저임금 가정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제공됩니다. 사회
보장 번호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 명 이상의 자녀가 푸드 스탬프, 연방 Pell 장학금, 무료 학교 급식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 프로그램에 적격입니다. 볼티모어시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혜택에
적격입니다! www.getemergencybroadband.gor 를 방문하여 이 MIMA 가 FCC 와 함께 영어와 스페인어 로 개최하는
정보 강좌 프로그램을 위해 신청하세요! 그리고 7 월 15 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목요일에 불어 강좌 가 있습니다.
이민자 개혁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페이스북 라이브 시리즈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민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민자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보 강좌를 위해 MIMA, CASA, Esperanza 센터와 University of Maryland Law
School 에 가입하여 지난해 이민자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증인 사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어떻게 의회의 이민자 개혁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강좌는 MIMA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7 월 29 일 오후 12 시 그리고 스페인어로 8 월 4 일 오후 1 시에 개최됩니다.
이달의 새로운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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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식품 상자 배부 일정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및 아랍어로 6 월 식품 상자 배부 일정을
메릴랜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페더스톤 멕시코 장학금 워싱턴 DC, 맥시코 대사관의 영사과와 협력하여 William & Lanaea C. 패더스톤 재단은
5 개의 페더스톤 대학 특별 장학금을 $2,000 를 멕시코 국적 혹은 미국의 멕시코 출신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페더스톤 파운데이션의 올해 30 개의 장학금을 지급할 $68,000 의 대학 장학금
기금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의 협력 교육 기관 중 하나에 등록(혹은 입학)해야만 합니다. 코핀 주립대,
모건 주립대 혹은 볼티모어대가 자격이 됩니다. 신청 기한은 7 월 16 일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지원은
https://thefeatherstonefoundation.org/mexico/을 방문하세요.
백신 접종 이웃돕기를 위한 작은 보조금 지역 사회 공동체 조직자 인가요? 아니면 볼티모어 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싶은 지역사회 단체 인가요? 볼티모어시 보건국 및 시민 근로단으로부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지원금 $500~$5,000 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몇몇 접종률이 낮은 지리적 지역과 접종에 장벽이 있는 인구(라틴계 지역사회 구성원, 이민자, 노약자,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등)는 지원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지원금은 모든 가능한 자금이 배분될 될 때까지 수시로 지급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2021 볼티모어 비영리 구호 자금 신청 접수 오픈 6 월 1 일 화요일 볼티모어 시민 자금(Baltimore Civic Fund)은 2021
볼티모어 비영리 구호 자금을 위한 신청을 오픈합니다. 볼티모어의 면세 기관들은 과거의 비용 혹은 향후 코로나
19 에 관련되어 필요한 과거의 비용 혹은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50,000 까지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원은 6 월 1 일에 시작되며 2021 7 월 23 일 오후 11:59 에 마감합니다. 시민 자금은 또한 면세 기관을 위한 네 개의
정보 강좌 및 질의응답을 개최합니다. 날짜, 시간 및 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기관들은 또한 이 양식을
작성하여 기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팀의 지원 인력이 도움을 드립니다.
인증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교육 볼티모어시 커뮤니티 컬리지와 CASA 를 통해 제공하는 과정을 듣고 인증 의료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는 여러 지역 사회의 의료 시스템과 주 보건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 인재가 되기 위해 오늘 등록하세요. 등록은
https://wearecasa.org/updates/certificado-casa-baltimore/ 에서 합니다.
BPD 평등 계획 볼티모어 경찰국은 최근 평등 증진 전략적 체계를 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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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한 행정 명령 7 월 1 일 발효됩니다. 볼티모어시는 마스크에 관련한 이전의 보건 명령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들은 공공장소, 실내외에서 더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동남 CDC(Southeast CDC) 가족 안정 프로그램 재개합니다 가족 안정 프로그램은 강력한 사례 관리 및 긴급 금융
지원을 거주 비용(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퇴거 위기에 있거나 수도 가스등이 끊길 위험이 있는
가정에 제공합니다. 가정은 집중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고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볼티모어시 거주자여야 하며 Highlandtown 215 EMS, Highlandtown 237 EMS, John Ruhrah EMS, Tench Tilghman
EMS, William Paca ES 중 한 곳을 다녀야 합니다. 가족들은 반드시 그들의 최근 BGE 그리고 /혹은 수도 요금
미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영어, 스페인어 등) 어떤 언어 사용자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동남 CDC 전화번호 (443) 416-9788 로 전화해 등록하세요.
전국 소식
자녀당 매월 연방 자녀 세액공제가 $250~$300 정부는 최근 자녀 세액 공제 총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매달 자녀당 $250-$300 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2019 혹은 2020 동안에 소득 신고를 했거나 IRS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면, 매달 자동으로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2019 년이나 2020 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작년에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whitehouse.gov/child-tax-credit/sign-up 에서 신청하세요. 1~5 세
자녀가 있는 직장인 가족은 해마다 자녀당 $3,600 을 받게 될 것입니다. 6~17 세 자녀가 있는 직장인 가족은 자녀당
해마다 $3,000 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부모 가족은 $150,000 까지 자격이 됩니다. 한부모 자녀들은 $112,500 까지
자격이 됩니다.월별 지원금은 7 월 15 일 부터 지급됩니다. 해당 세금 공제는 공적 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TIN 세금 신고자는 적격입니다.
채용 기회
주민 서비스 직원, 시청 아동 및 가정부(Mayor’s Office of Family and Child Success)
사회 복지 변호사, 타히리 법률 센터(Tahirih Justice Center)
책임자(Director), 메릴랜드 국경 없는 축구회(Soccer without Borders Maryland)
스포츠 기반 청소년 육성 직원, 메릴랜드 국경 없는 축구회

볼티모어시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얻고 싶으십니까?
MIMA 홈페이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섹션을 방문해 주십시오: mima.baltimorec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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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메릴랜드 난민 및 망명자 부서(Maryland Office of Refugees and Asylees )
에너지 프로그램 기술자 2, 시청 아동 및 가정부(Mayor's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uccess)
메릴랜드 난민 기구(파트 타임, 원격, 메릴랜드 소재), 처치 월드 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언어 전문가 국제 구조 위원회(IRC)
치료 사례 관리자(이중 언어- 영어/스페인어), 노숙자를 위한 헬스케어(Healthcare for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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