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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MIMA 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격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새로운 소식 

 

이것은 볼티모어시와 바이러스의 대결입니다. MD 

코로나의 전화에 응답해 주세요. 스콧 시장의 메세지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만다린어, 한국어 그리고 아랍어로 

확인하세요. 

 

볼티모어시는 백신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의료 

종사자, 응급 처치요원, 장기 요양 시설 직원 및 거주자를 

포함하는 우선 순위 그룹 1A 에 대한 예방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공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1 월 농산물과 혼합식료품 상자 배포 스케줄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만다린어, 한국어 그리고 아랍어로 

확인하세요. 

 

자격이 겹치는 일부 가족들은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급시 CARES Act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이번 지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 인 가족 구성원이 ITIN 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는 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았습니다만, IRS 의 ‘자주 묻는 질문’ 에 따르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둘 중 한 명만 

유효한 SSN 을 가지고있는 경우, SSN 소지자 는 최대 

$ 600 과 더불어, 2019 년 세금 신고서에 청구 된 해당 

자녀 당 최대 $ 600 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부 둘 다 

유효한 SSN 이 없다면 해당 자녀에게 유효한 SSN 이 

있다 해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www.facebook.com/bmorechildren/posts/3895235060509469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covid-19-vaccine-information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covid-19-vaccine-information
https://www.bmorechildren.com/flyer-translations
https://www.bmorechildren.com/flyer-translations
https://www.irs.gov/coronavirus/second-eip-faqs
http://iamerica.org/stimulus-payments?emci=067182d5-6050-eb11-a607-00155d43c992&emdi=b03ea7ff-0d51-eb11-a607-00155d43c992&ceid=51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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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자격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급여 보호 프로그램 급여 보호프로그램 

(PPP) 이 신규 차용자와 특정한 기존의 PPP 차용자를 위해 1 월 11 

일에 재개됩니다. 이번 지급은 3 월 31 일 까지 진행 됩니다. 라틴 

경제 개발 센터에 가입하셔서 1 월 14 일 영어로 오후 12 시, 

스페인어로 오후 1 시 30 분에 진행되는 웨비나에 참석하세요. 

ledcmetro.org/ppp_round_2_webinar 을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BGE,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시작 BGE 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중소기업 구호 및 회복을 위해 1,500 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1 월 20 부터 중소기업 발전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최대 $20,000 의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1 월 20 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통해 확인하세요. 

 

독감 예방 주사를 잊지 마세요! health.baltimorecity.gov/flu 를 

방문하셔서 접종 장소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이 없는 볼티모어 거주자의 경우 443-990-0579 로 문자를 

보내시면 약국에서 사용할 수있는 독감 예방 주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공공 지원으로 취급 되지 않습니다. 

 

다중 언어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교육자료가 필요하세요? CDC, 

지방 및 주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취합한 종합 정보를 여러가지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퇴거 방지 기금을 신청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주거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산은 

사례별로 심사됩니다.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

prevention 을 방문하셔서 영어, 스페인어 및 프랑스어로 다운로드 

가능한 서면 신청서를 찾고 필요한 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MIMA 를 통해 격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애 참여하세요! MIMA 는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sa.www4.irs.gov/irfof-wmsp/notice
https://www.ledcmetro.org/ppp_round_2_webinar
https://nrcrim.umn.edu/communications/translated-materials-library
https://nrcrim.umn.edu/communications/translated-materials-library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prevention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prevention
https://portal.neighborlysoftware.com/bccap/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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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지역 내 협력자들을 격주로 금요일마다 전화에 초대하여 

지역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화는 1 월 

15 일 오전 11 시 30 분에 Microsoft Teams (클릭) 를 통해서, 또는 

전화 : + 1 667-228-6519 (코드:192 572 409#) 로 참여 가능 합니다.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teams.microsoft.com/dl/launcher/launcher.html?url=%2F_%23%2Fl%2Fmeetup-join%2F19%3Ameeting_YzIwZDA2YmQtNTA3NS00ZDcxLWE5NTQtNDY1ZTBhMDI5NDcw%40thread.v2%2F0%3Fcontext%3D%257b%2522Tid%2522%253a%2522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2522%252c%2522Oid%2522%253a%252285643f56-180a-4b16-be6b-c333b87ec176%2522%257d%26anon%3Dtrue&type=meetup-join&deeplinkId=03d3bfc3-4321-4e89-87f7-106e3dfac314&directDl=true&msLaunch=true&enableMobilePage=true&suppressPromp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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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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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2021 년 1 월 12 일 

 

#24 호 

 
 

MIMA 코로나 바이러스 주간 업데이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볼티모어시 이민 사무국 
 

Want the latest information & resources for immigrant communities on the City’s COVID-
19 response? 

Visit the Coronavirus section of MIMA’s website: mima.baltimorecity.gov 
 6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