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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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이민자 문화의 달 및 성소수자 인권의 달!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는 볼티모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를 강하고 건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인물과 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문화유산의 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방문해 주세요.
이번 달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볼티모어 안팎에서 우리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기여를 한 LGBTQ+ 이민자 커뮤니티를 기립니다.
이번 달에 기릴만한 인물을 알고 계신가요? 소셜 미디어에서
#BmoreWelcoming 해시태그를 붙이고 @mimabaltimore를 태그하여 칭찬해
주세요.

우리 사무소 업데이트
MIMA는 커뮤니티 자문 및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의 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2019년, MIMA는 MIMA의 작업과 전략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17명의 새로운 미국인(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 구성원
그룹인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CAB)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CAB 회원은 다양한 시 기관과 연결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MIMA 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CAB는 두 달에 한 번, 셋째 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CAB 회원들은 한 해에 열리는 회의 6회 중 2회 이상 결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MIMA는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석 중 한 자리는 “수용 커뮤니티”의
구성원 또는 새로운 미국인으로 정체화하진 않았지만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볼티모어의 수용자
커뮤니티와 새로운 미국인 커뮤니티 사이에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특정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서의 단답형 부분에 그 점을 표시해 주세요.
새로운 CAB 구성원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이며 7월 8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
MIMA는 시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기관이 영어 구사 능력(LEP)이 제한된 구성원에게 여러 언어로
서비스할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로운 미국인의 요구가 지방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잘
표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MIMA는 볼티모어 시 전역의 언어 접근 실행 책임을 규정하고 감독하는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또는 가상으로 언어 접근 관련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어 접근 감독 위원회 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새로운 위원회 구성원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이며 7월 14일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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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사건
2022년 5월 21일, 바이든(Biden) 대통령은 정책 서신 22-13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난민 재정착 사무국(ORR)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가석방자에게 주된 연방 혜택과 재정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 추가 세출법(AUSAA)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U4U) 프로그램을 통해 가석방되거나 이전에 남부 국경에서 가석방된 우크라이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법이 제정된 2022년 5월 21일부터 서비스 자격을 새로 부여받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다음 단계와 난민들을 도울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메릴랜드 복지부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자료표를 참조하세요.

코로나 19 업데이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6월 15일 기준 볼티모어
시의 코로나 19 커뮤니티 수준은 높음입니다. 볼티모어 시
보건부(BCHD)은 공공장소 실내에서 얼굴에 잘 맞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5-11세 어린이에 대한 추가 접종 및 기타 추가 접종 업데이트
이제 모든 5세 이상의 사람이 코로나 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C는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처음 접종받은 날부터
5개월이 지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CDC는 처음 접종받은 날부터 4개월이 지난 면역력이 저하된
12세 이상과 50세 이상의 사람은 두 번째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강화하였습니다.
첫 추가 접종이든 두 번째 추가 접종이든 2021년 12월 초부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고 접종 자격이 있다면 지금이 접종을 받을
시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DC의 추가 접종 업데이트에 대한 성명을
읽으세요. 또한 BCHD는 예방접종 클리닉의 주간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가정 내 양성 반응 검사 결과 보고
가정 내에서 검사를 하였고 결과가 양성이라면 의료 제공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코로나 19에 노출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양성 검사 결과를 가정 내
검사와 관련된 모바일 앱 또는 메릴랜드 양성 가정 내 검사 결과 포털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포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로그인 정보가 없다면 계정을 만들기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5세 이상의 모든 볼티모어 시 주민은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려면 볼티모어 시 보건부의
예방접종 등록 웹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스페인어 사용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 전화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예방접종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 이내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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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행될 커뮤니티 예방접종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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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서비스 업데이트
도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보려면 도시 서비스 상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이달의 새로운 소식
새로운 미국인 도시 프로그램(NAC)
미국에서 20년 이상 체류하였고 일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을 준비가 된 난민이나 이민자입니까? 그렇다면 고용
서비스와 직접 교육 서비스, 경력 탐색 서비스와 진로 구축 서비스가 포함된 무료 프로그램인 NA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디엘 알주보리(Hadeel Aljuboori) (전화: 443-470-9884, 이메일: haljuboori@lirs.org)나
스테파니 스타(Stephanie Starr) (전화: 443-470-5127, 이메일: sstarr@lirs.org)에게 문의하거나 bit.ly/NACProgram22
링크를 사용하세요. 공유할 NAC 전단지는 영어와 스페인어, 아랍어로 제공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올바른 전화 걸기
211과 311, 911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그래픽 자료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볼티모어 성 빈첸시오 드 폴(SVDP)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이제 SVDP의 수업료 무료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볼티모어 가족을 위해 패터슨 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수업료 외에도 SVDP는 이중언어 교육, 각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태블릿,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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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구직 지원과 평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SVDP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웹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여름 정보 허브
볼티모어 시청 아동가족성공사무소(MOCFS)는 볼티모어의 약속(Baltimore’s Promise),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 에녹
프랫(Enoch Pratt) 무료 도서관, 볼티모어 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기타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자선 사업
지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도시의 여름 자원을 한 장소에 조직하였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즐거운
여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한 지도를 사용하여 근처의 프로그램과 활동, 행사를
찾거나 십 대를 위한 구역에 방문하여 십 대만을 위한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사이트에는
여름 내내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새롭고 짜릿한 행사와 자원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볼티모어 시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여름의 모든 것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자주 확인하세요! 여름 정보 허브를 방문하여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조금 기회
볼티모어 커뮤니티 재단(BCF) 백신 접종 주저 보조금 기한이 연장됨
BCF는 지금도 코로나 19 백신 형평성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 기회는 볼티모어 시와 자치주의
라틴계와 히스패닉계 성인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조직 개입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며 프로젝트 시행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순차적으로
접수되고 검토됩니다. BCF는 적합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한 보조금 제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
부족, 지역 및/또는 커뮤니티 조직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 기회는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당파적 노력에 이용되거나 부차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있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BCF 백신
접종 주저 보조금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키아라 메이핸드(Kiara Mayhand)의 이메일(kmayhand@bcf.org)로
문의하세요.
운전하는 소상공기업 발전 보조금 프로그램
운전하는 소상공기업 발전 보조금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사업용 특별 목적으로 사용할 상업용 차량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25,000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기업은 대다수가 히스패닉계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오백만 달러 이하이며 기업 발전에 있어서 상업용 차량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운전하는 소상공기업 발전 웹 페이지방문하세요. 신청 기한은 동부 표준시 기준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취업 기회
[신규] Scheduling Coordinator II - 이중언어 스페인어/영어, Center for Autism and Related Disorders, Kennedy
Krieger Institute
주택 교육 코디네이터,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메릴랜드,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볼티모어, LEDC
YouthWorks 유닛 관리자 - 이중언어 스페인어/영어, MOED
홍보 담당자, MO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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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피스트 사례 관리자(이중언어 - 영어/스페인어), 노숙자를 위한 건강 관리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볼티모어 시의 코로나 19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MIMA를 팔로우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월별 업데이트를 받거나 싣고 싶은 공지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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