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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MIMA는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격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백신 업데이트 

4월 5일 월요일, 호건 주지사는 4월 12일자로 16세 이상의 모든 메릴랜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볼티모어시 거주자는 covax.baltimorecity.gov(이 사이트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이 곧 제공됩니다)에서 백신 예약을 위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메릴랜드 주민은 M&T 뱅크 스타디움 대량 백신 접종 현장을 포함하여 백신 예약이 

가능한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covidvax.maryland.gov(영어)를 방문하거나 1-855-MD-GOVAX(1-

855-634-6829)로 전화하여 백신 예약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는 메릴랜드 액세스 포인트 핫라인(410-396-2273)으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볼티모어시의 코로나 백신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에서는 주 웹사이트(영어)를 통해 

백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covid-

19-vaccine-information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백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Facebook 페이지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아랍어로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백신 정보 세션(영어 및 

스페인어)도 Facebook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CASA & MIMA는 3월 볼티모어 시티 컨벤션 센터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백신 접종 예약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covidvax.maryland.gov%2F%3Ffbclid%3DIwAR0s0QNgGaKlSMx9_efLyDUo4MZXVtDp2-9-SgMqCvc1MDTbyc-D0YZzX6o&h=AT3wdXFd9gagcRv0EeY99pByR8XxMoXR2S7oZXcLHPuFdLJ1cUgIazrZOS_F6eyvvuoNBbBWviX58LtXnPUtWGS56WHjHuSvrG4CttYrTcV0E86m9x0XPgyHsKiS_uOMfY7-Uv5P8A2-M0-ObA&__tn__=-UK-R&c%5B0%5D=AT3v6NOeKocDMQFwOtvBg2SnB0KK3hhYgRgyVjdvHE2uqj_dI22dJvLtd4ksmxzljQIndx-JAwW_Cjjj6ZpMpvELPYMlPzfE-2Gh3e1zkTkc8DcHd6d24JbVZVSggdLFC20XzX-LHQSgg-GNnh-GWflDLEVrbTpW8WBsMwDDchkNHg4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covidvax.maryland.gov%2F%3Ffbclid%3DIwAR0s0QNgGaKlSMx9_efLyDUo4MZXVtDp2-9-SgMqCvc1MDTbyc-D0YZzX6o&h=AT3wdXFd9gagcRv0EeY99pByR8XxMoXR2S7oZXcLHPuFdLJ1cUgIazrZOS_F6eyvvuoNBbBWviX58LtXnPUtWGS56WHjHuSvrG4CttYrTcV0E86m9x0XPgyHsKiS_uOMfY7-Uv5P8A2-M0-ObA&__tn__=-UK-R&c%5B0%5D=AT3v6NOeKocDMQFwOtvBg2SnB0KK3hhYgRgyVjdvHE2uqj_dI22dJvLtd4ksmxzljQIndx-JAwW_Cjjj6ZpMpvELPYMlPzfE-2Gh3e1zkTkc8DcHd6d24JbVZVSggdLFC20XzX-LHQSgg-GNnh-GWflDLEVrbTpW8WBsMwDDchkNHg4
https://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
https://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posts/2968538876710033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posts/2968538876710033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posts/29685388767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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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축하해 주세요! 

 

이번 주에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 웨비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있는 볼티모어시 

청소년입니까? 제한된 영어 실력 및/또는 인터넷 접근성을 가진 학부모가 있습니까? 4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MIMA 및 볼티모어시 보건부와 함께하세요. 백신 정보, 미신 및 리소스에 대해 대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및 커뮤니티 구성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 2020년 가구 소득이 57,000달러 미만이었습니까? 적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410-

234-8008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bmorechildren.com/tax-

hel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구사자는 

CASA를 통해 무료 세금 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스페인어)에서 가입하세요.  

 

이민자 가족을 위한 긴급 구호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되었습니까? 

검사를 받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격리를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볼티모어시 거주자입니다. 

● 지난 7일 이내에 코로나 19에 대한 양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 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스스로 격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전 부양책 점검 또는 실업과 같은 코로나 19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667-600-2314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IMA와 함께 격주 업데이트 콜에 참여하세요! MIMA는 금요일에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티 파트너를 콜에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wearecasa.org/servicios-de-impuestos-gratuitos-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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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여 커뮤니티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여기에서 Microsoft Teams를 통해 또는 전화: +1 667-228-6519, 코드: 192 572 409#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ap/t-59584e83/?url=https%3A%2F%2Fteams.microsoft.com%2Fl%2Fmeetup-join%2F19%253ameeting_YzIwZDA2YmQtNTA3NS00ZDcxLWE5NTQtNDY1ZTBhMDI5NDcw%2540thre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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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04|01|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2ea306dbb2ab4d80611308d880d1144b|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0|0|637400982764420441|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1000&sdata=BgdooKhOBeIsfUYvoUykNg5WbUa2w1O9I8un2AGgp4Y%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