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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시청 이민국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MIMA 는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격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백신 업데이트
16 세 이상인 모든 볼티모어 도시 거주자는 백신 예약을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등록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는 covax.baltimorecity.gov 를 방문하십시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스페인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1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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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OVAX(1-855-634-6829)로 전화하여 백신 예약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0 세 이상의 거주자는 메릴랜드 액세스 포인트 핫라인(410-396-2273)으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볼티모어시의 코로나 백신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에서는 주 웹사이트를 통해 백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백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Facebook 페이지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아랍어로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백신 정보 세션 기록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이민자 청년들을 위한 시청이 Facebook 페이지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메릴랜드와 볼티모어시는 여성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로 인해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에도 코로나 19 로부터
보호됩니다. 추가 정보는 MIMA 및 볼티모어시 보건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link]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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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둘 다 코로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https://COVAX.BaltimoreCity.gov 에서 등록하세요.
일시 중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액 응고 및 낮은 혈액 혈소판 수치가 만 18~48 세의 여성 6 명에게서 보고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투여한 후 최대 3 주 후까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CDC 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권장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존슨앤존슨 투여 6,800,000 건 중 6 명에게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4 월 13 일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입니다.
볼티모어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몇 개나 사용했습니까?
볼티모어에서 처음 투여한 백신의 약 5%가 존슨앤존슨이었습니다.
4 월 13 일 기준으로 첫 번째 투여분 184,906 개 중 존슨앤존슨은 10,530 개였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습니다.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환자는 부정적인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1 개월 전에 백신을 맞았을 경우 위험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액 응고 증상은 무엇인가요?
증상: 심한 두통, 복통, 다리 통증 또는 호흡 곤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번 주에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자원봉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감사 주간입니다! 지난해 가상 및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 년에 MIMA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 19 가 유행하는
동안 임대 지원, 긴급 구호 기금, 중소기업 지원금 및 식당 보조금 신청에 대한 문서 번역 및 전화 지원을
위해 170 시간이 넘는 시간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현금 지원, 임대 지원,
코로나 19 검사 등 리소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영어 실력이 한정적이며 기술적 접근이 제한된 거주자들이 백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0 년
인구 조사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은 7 개의 지역 여론 조사에 참여했고, 1,000 여 가구가 집계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전염병은 우리 지역사회를 특히 힘들게 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다가가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ITIN 보유자는 이제 메릴랜드 근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EITC 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TIN 이 있고 이미 세금을 제출한 경우, 국가는 귀하의 정보를 검토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EITC 를 자동으로 신청합니다.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021 년 7 월 15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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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공동 제작하는 아시아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AAPI) 커뮤니티를 위한 폭력 예방
프레임워크 및 계획 가상 피드백 세션은 4 월 29 일 오후 7 시에 여러분의 의견으로 시작됩니다! 시장의 이웃
안전 및 참여(MONSE, Mayor’s Office of Neighborhood Safety and Engagement)는 우리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들을 모아 폭력 예방 프레임워크 및 계획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계획을 미리
살펴보세요. 참여의 의무는 없으니 시간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실시간 줌 세션에
참여하세요.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 참여 인원은 Eventbrite 에 처음 등록한 100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벤트는 MONSE 의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중계됩니다.
MIMA 와 함께 격주 업데이트 콜에 참여하세요! MIMA 는 금요일에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티 파트너를 콜에
초대하여 커뮤니티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 월 23 일 오전 11 시 30 분에
여기에서 Microsoft Teams 를 통해 또는 전화: +1 667-228-6519, 코드: 192 572 409#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메릴랜드 난민 위원(파트타임, 원격, 메릴랜드 소재), 처치 월드 서비스 난민 의원의 주요 책임은 메릴랜드
내 정책 결정자 간의 난민 정착 지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난민,
난민의 고용주, 신앙 공동체 및 기타 지지자를 포함한 정책 입안자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은 난민과 지지자들이 난민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교육할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메릴랜드에서 난민의 환영을 촉진하는 이벤트와 회의를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의원은 볼티모어 카운티 또는 앤 아룬델 카운티와 가까운 지역의 선호하는 모든 메릴랜드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카사 데 메릴랜드 (CASA de Maryland, CASA)와 짝을 이루며,
적절한 회의와 통화에 참여하는 등 난민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예: 소말리아어, 네팔어, 카렌어, 아랍어, 프랑스어)을 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언어 전문가, 국제 구조 협회 국제 구조 협회(IRC)는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들이
살아남고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RC 는 안전, 존엄성 및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 40 개 이상의
국가와 22 개의 미국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전역의 22 개 지사에서 신규 입국자에게
식량, 대피소 및 의복을 제공하고 난민과 협력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언어 전문가는 IRC 및
요청 기관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성 지향을 수행하고 문서를 번역하며 할당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및 적어도 다음 중 하나의 일반적인 통역 언어(암하라어, 버마어, 다리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파슈토어, 스와힐리어, 티그리냐어, 네팔어 등)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합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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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명을 읽고 여기에서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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