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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MIMA 는 COVID-19 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이용가능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격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새로운 소식 

 

볼티모어 시는 11 월 12 일 목요일 

오후 5 시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영 시장은 

COVID-19 확산세 증가로 인해 11 월 

12 일 오후 5 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실내 및 

실외 모임은 최대 10 명으로 제한 

되며, 이벤트 시설, 종교 시설, 소매점, 

개인 서비스 (이발소, 미용실, 네일 

살롱), 실내 및 실외 레크리에이션 

시설,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 극장, 

야외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식당은 

최대 수용인원의 25 % 로 제한됩니다. 

음식을 파는 주점의 경우 오후 10 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음식을 팔지 

않는 주점은 영업이 불허됩니다. 

 

안면보호구 착용 의무화 만 2 세 

이상의 모든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부와는 별개로, 실내 및 실외를 

포함한 모든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얼굴 가리개와 같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여기를 클릭 하여 확인해주십시오. 

 

COVID-19 의 영향으로 기존의 재활용 수거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지역 분리수거장은 평일 외에 토요일에도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운영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가까운 지역 분리수거장을 찾으시려면 bit.ly/bmorerecycles 를 

방문하십시오. 

 

COVID-19 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볼티모어 시 식당에 대한 지원금. 볼티모어 개발 공사는 COVID-19 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식당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서는 11 월 12 일부터 11 월 24 일까지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baltimoretogether.com 을 방문하십시오.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
https://www.baltimorecity.gov/sites/default/files/HEALTH%20COMMISSIONER%20UPDATED%20DIRECTIVE%20AND%20ORDER%20REGARDING%20FACE%20COVERINGS.DRAFT_.pdf.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yeGGLs3Q6WLK7HVeCECeKmiJZOAGqTPy&ll=39.28364750879485%2C-76.61476345000001&z=11
https://www.baltimoretoge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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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농산물 및 식료품 박스 배포 일정 공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및 아랍어) Facebook 페이지의 

게시물을 방문하여 일정을 확인하고 이웃과 공유하세요! 

 

볼티모어시 공립학교는 일부 지역에 소규모 학습 그룹을 개설 했습니다. BCPS 는 우선 순위의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학습 그룹이 개설 될 학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11 월 9 일과 16 일에 개설). 우선 순위 학생은 조기 또는 나이가 어린 

학습자, 장애 학생, 유치원생, 영어 학습자, 노숙자 학생, 6 ~ 9 학년 학생, 직업 및 기술 학교 학생 (CTE),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가상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입니다. 여기에서 학교 목록을 확인 하십시오.  

 

메릴랜드 COVID-19 해고 방지 기금 COVID-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은 향후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메릴랜드 

노동부에서 최대 $ 50,000 의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임대료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ShareBaby 기저귀 배포 배포는 재고가 소진 될 때 까지 16 세 이상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0 년 말 종료 될 때 까지 한번 더 마지막 배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11/11/20, 오전 10 시-오후 12 시, John Ruhrah Elementary School, 701 Rappolla St, Baltimore MD 21224 

* 새로운 위치 * 11/12/20, 오전 10 시-오후 12 시, Curtis Bay Elementary School, 430 W Bay Ave, Baltimore MD 21225 

11/13/20, 오후 12 시-오후 2 시, Arlington Elementary, 3705 W Rogers Ave, Baltimore MD 21215 

11/13/20, 오전 10 시-오후 12 시 그리고 오후 1 시-오후 4 시, Fishes and Loaves Pantry, 2422 W patapsco Ave, 

Baltimore MD 21230 
 

볼티모어 비영리 구호 기금 신청. 비영리 단체는 COVID-19 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볼티모어 비영리 

구호 기금에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신청은 11 월 20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 접수 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altimorecivicfund.org/nonprofit-relief-fund 를 확인하세요. 

 

볼티모어 어린이 내각이 당신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 내각의 초점은 유아기, 식량 불안정, 노숙자 문제, 문맹 

퇴치, 외상 인식 케어, 유소년 대안 교정 프로그램  및 흑인 소년과 청소년의 성공입니다. 각 주제별로 설문 조사가 

있으니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 하셔서 의견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조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bmorechildren.com/childrens-cabinet 에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퇴거 방지 기금을 신청하세요! 세입자와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애서 주거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산은 사례별로 심사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

prevention 에서 확인 가능하며 여기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방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월 21 일까지 IRS 온라인 양식을 

통해서 접수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이 양식이 없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직불 카드를 

받거나 우편으로 수표를 지급받게 됩니다. CARES Act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알아보십시오. 

 

MIMA 를 통해 격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애 참여하세요! MIMA 는 관계자와 지역 내 협력자들을 격주로 금요일마다 

전화에 초대하여 지역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화는 11 월 13 일 오전 11 시 30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
https://www.baltimorecityschools.org/small-group?fbclid=IwAR0rTy0r_x_TuzGK26q-W8i8AXgvej4a_pIB-u6eW9G1Rt4I7l2hpTWoEsw
http://labor.maryland.gov/employment/covidlafund.shtml
https://www.baltimorecivicfund.org/nonprofit-relief-fund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prevention
https://www.bmorechildren.com/eviction-prevention
https://portal.neighborlysoftware.com/bccap/participant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https://drive.google.com/file/d/1BBwYGkwnaffWCsQAG75zQLym-tS7w_2l/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shu99e2J0cluJcbOfl36bB9llbhYtGcW/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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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Microsoft Teams(클릭) 를 통해서, 또는 전화 : + 1 667-228-6519 (코드:192 572 409#) 로 참여 가능 합니다. 

 

구인정보 

볼티모어 시 커뮤니티 칼리지 볼티모어 시 커뮤니티 칼리지 (BCCC) 영어 서비스 부서는 다양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 시민권 준비 수업 및 난민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서비스 부서장, 난민 

서비스 매니저 및 ESL 전문가 (계약직)를 포함하여 여러 직책을 채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ccc.edu/jobs 를 참조하십시오.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 파트너십 사무실 지역 파트너십 사무실은 다음의 직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II, 길크리스트 이민자 정보 센터 IRC46173 

 케러비안 지역사회 담당자, 지역사회 구호 매니저 IRC46093 

 LGBTQ 담당자, 지역사회 구호 매니저 IRC46094 

 중동 지역사회 구호 매니저 IRC46095 

모든 직책의 지원 마감일은 11 월 4 일입니다. 지원을 위해선 먼저 Montgomery County iRecruitment 를 통해 등록 

하셔야 하며, 이미 계정이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몽고메리 

카운티 인사관리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 검사실- 지역사회 담당자 / 범죄 전략 부서 (CSU) 주 검사실은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채용 

중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시면 resume@stattorney.org 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의 제목 및 커버 레터에 “Community Liaison/CSU” 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문서는 

PDF 또는 Word 형식이어야 합니다. 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채용공고는 마감되지 않습니다.  

 

라틴 경제 개발 공사- 개발/제안 매니저 

지원자는 의사 소통 기술, 보조금 작성, 연구 / 평가,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현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개발/전략 

부서장을 도와 개인 및 기관의 기부 모금과 관련된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동시에 부서장이 외부 업무와 큰 규모의 

연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내의 모든 자금 조달 과정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볼티모어 보건공사 – 지역 사회 보건 근로자 감독관 (스페인어 가능자)  

지역 사회 보건 근로자 (CHW) 감독관은 볼티모어시 보건국 (BCHD)의 COVID-19 대응에 협조하며, 직속 매니저의 

감독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된 사람들을 식별하고 상담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과 실행 및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직책은 또한 연락처 추적, 공중 보건 안내 및 볼티모어 시에 의해 지정된 COVID-19 관련 추가 공중 보건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 보건 조사관들에 대한 총괄 감독을 포함 합니다. 

 

감독관의 주 업무는 활동 계획, 연락처 추적 및 공중 보건 안내를 담당하는 CHW 팀 감독,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이지만, 공중보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할은 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잡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 기반 클라이언트 리소스 관리 (CRM) 플랫폼을 사용하여 COVID-19 확진자들에게 연락하여 증상을 

기록하고 격리 지침을 제공하며 프로토콜에 따라 테스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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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0a5f52-540a-4ff0-bbb1-af28680da28a&directDl=true&msLaunch=true&enableMobilePage=true&suppressPrompt=true
https://www.bccc.edu/jobs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partnerships/
https://ex12.montgomerycountymd.gov/ojn1/ijn1/OA_HTML/OA.jsp?page=/oracle/apps/irc/candidateSelfService/webui/VisVacDispPG&OAHP=IRC_EXT_SITE_VISITOR_APPL&OASF=IRC_VIS_VAC_DISPLAY&akRegionApplicationId=821&transactionid=1109876465&retainAM=N&addBreadCrumb=RP&p_svid=46173&p_spid=2182581&oapc=7&oas=nVZML-P0t8KTyfAU9js6DQ..
https://ex12.montgomerycountymd.gov/ojn1/ijn1/OA_HTML/OA.jsp?page=/oracle/apps/irc/candidateSelfService/webui/VisVacDispPG&OAHP=IRC_EXT_SITE_VISITOR_APPL&OASF=IRC_VIS_VAC_DISPLAY&akRegionApplicationId=821&transactionid=633998666&retainAM=N&addBreadCrumb=RP&p_svid=46093&p_spid=2178581&oapc=11&oas=IkkKYgNqhdjkFCCWrKdfUg..
https://ex12.montgomerycountymd.gov/ojn1/ijn1/OA_HTML/OA.jsp?page=/oracle/apps/irc/candidateSelfService/webui/VisVacDispPG&OAHP=IRC_EXT_SITE_VISITOR_APPL&OASF=IRC_VIS_VAC_DISPLAY&akRegionApplicationId=821&transactionid=633998666&retainAM=N&addBreadCrumb=RP&p_svid=46094&p_spid=2178582&oapc=17&oas=yawDe44Zixep6FLvYuocew..
https://ex12.montgomerycountymd.gov/ojn1/ijn1/OA_HTML/OA.jsp?page=/oracle/apps/irc/candidateSelfService/webui/VisVacDispPG&OAHP=IRC_EXT_SITE_VISITOR_APPL&OASF=IRC_VIS_VAC_DISPLAY&akRegionApplicationId=821&transactionid=633998666&retainAM=N&addBreadCrumb=RP&p_svid=46095&p_spid=2178583&oapc=14&oas=ZdcnmNaIBQNfEQzjm_zIjw..
https://ex12.montgomerycountymd.gov/irec_home/irec_home.htm?page=/oracle/apps/irc/candidateSelfService/webui/VisHomePG&_ri=821&OAPB=IRC_BRAND&_ti=633998666&oapc=18&OAMC=75477_31_0&menu=Y&oaMenuLevel=1&oas=1Tz_x9VbW0SeVnomOvGbwg..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HR/index.html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HR/index.html
https://drive.google.com/file/d/1D_N9Irb97GmBxg42_3FbY0dBbZRkO4dw/view
https://www.ledcmetro.org/jobs_development_proposal_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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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BCHD 가 제공하는 모든 스크립트, 정책 및 절차를 따르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에 관한 BCHD 

교육을 준수해야합니다. CHW 감독자는 또한 승인 된 BCHD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연락처 추적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을 안내합니다. 여기에서 지원하세요!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https://jobs.crelate.com/portal/baltimorecorps/job/i3rdtkqh65gqkhiyyjgu9fns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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