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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시청 이민국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MIMA는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업데이트
새로운 부스터 정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은 모두 부스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 65세 이상 및 기저 질환 또는 고위험 직업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두 번째 투여 후 최소 6개월이 지나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부스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투약 후 적어도 2개월에 존슨 및 존슨 부스터 샷을 투약할 자격이 있습니다.
볼티모어시 보건 당국의 Facebook 페이지(영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백신
만 5세 이상인 모든 볼티모어시 거주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신청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는 covax.baltimorecity.gov를 방문하십시오. 스페인어 구사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를
걸거나 음성 메일을 남겨 백신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제 구조 위원회(571.412.1202)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예방접종 클리닉
존 로라(701 Rapolia St)
11월 11일과 18일 목요일과 12월 2일과 9일: 3:30-6
화이자와 독감 예방 주사
디지털 하버(1100 Covington Street)
11월 11일 목요일 및 12월 2일 10-1일
화이자, 모더나, J&J
St. Immaculate Conception(3301 Windsor Ave)
11월 11일(목) 4-5:30
화이자
검사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이달의 새로운 소식
11월 농산물 상자 이달의 무료 과일과 채소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Facebook 페이지(영어)와 시장실의 '아동 및
가족의 성공’ 웹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로 제공되는 11월 농산물 상자 배포
일정을 확인합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유통일/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문의하십시오.
MD 헬스 커넥션: 등록 개시
11월 1일에 메릴랜드에서 등록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을 통해 2022년 의료 보험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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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를 방문하고 견적 받기(GET AN ESTIMATE)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요금제와 가격을 비교합니다. 올해는 최저 월 1달러의 저렴한 요금으로 의사 방문, 정신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은 주 전역의 전문가를 교육하여 직접 또는 가상으로 귀하의 필요에 맞는 플랜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며 영주권자, 망명자, 난민 및 TPS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개인이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플랜을 비교하고 오늘 보장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1-855-642-8572로
문의합니다.

스페인어 소규모 사업체 개발 센터 워크샵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좋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요? 메릴랜드 소규모 사업체 개발 센터가 주최하는 이
무료 워크숍은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워크숍은
11월 11일 오후 4~6시에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이벤트 신청 방법은 여기를 클릭합니다.
무료 카운슬링 프로젝트 WARMLine-스페인어 구사 가능 운영자 보유
WARMLine은 스트레스, 불안 및 삶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정신 건강
리소스입니다. 발신자는 410-598-0234로 전화하여 WARMLine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언어가 영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발신자 또는 당국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Facebook 포스팅(영어)을 참조하세요.
2021년 FAFSA 도움말 세션은 CollegeBound 재단에서 개최합니다.
CollegeBound 재단의 두 가지 FAFSA 도움말 세션 중 하나에서 대학 재정 지원 신청을 시작하세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드루이드 힐 YMCA, 등록:https://bit.ly/FAFSAHelpWestside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33번가, YMCA, 등록:https://bit.ly/FAFSAHelpEastside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영어)를 클릭합니다.
LIRS, 볼티모어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시작
LIRS는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장기적인 경력 발전과 경제적 이동성 및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볼티모어의 새로운 고용
프로그램인 뉴 아메리칸 시티즈(New American Cities)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격을 갖춘 고객은 개별화된 경력
사례 관리, 교육 및 교육 기회 이용, 취업 알선 지원을 받고 선택한 직업의 지역 사회 멘토와 매칭됩니다. 뉴 아메리칸
시티즈 프로그램에 따른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LIR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일할 권한이 있으며, 경력 개발을 위한 준비가 된 이민자 또는 난민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전단지(영어)를 확인하고 링크(영어)를 클릭하여 뉴
아메리칸 시티즈 경력 탐색기와 연결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국가적 사건
비영리단체 및 기관을 위한 연방 기금 지원 기회

제목: 난민 마이크로 기업 개발 프로그램(영어)
신청 예측 마감일: 2022년 9월 30일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행정부(ACF) 내의 난민 재정착(ORR) 사무국은 자격을 갖춘 주체가 난민 마이크로
기업 개발 프로그램(MED)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합니다. 난민 MED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1) 난민이 의료 지원금 및 대출, 훈련 및 기술 지원(T/TA)을 통해 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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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난민이 신용 이력을 구축하고/하거나 신용 점수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난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난민 MED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활동에는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기술 지원, 리볼빙 대출 기금 유지, 크레딧 빌더 대출 제공,
난민 재정착 커뮤니티 및 주 난민 코디네이터와의 조정, MED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목: 고용주 참여 프로그램(영어)
신청 예측 마감일: 2022년 5월 22일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행정부(ACF) 내의 난민 재정착(ORR) 사무국은 자격을 갖춘 주체가 ORR 고용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합니다. ORR은 고용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및
지역 사회 내의 기타 적격 인구의 통합 및 자급자족에 대한 고용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들은 직원들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진로 상담을 제공하며, 난민들을
위한 직장 기반 교육, 견습 및 인턴십의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직장 강사의 비용을 분담하고, 업무
지향적 언어 및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예약 및 발표하고, 커리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천 및 등록을
위해 고용 사례 관리자와 협력합니다. 또한, 고용주 파트너십은 직업 인증, 재인증 및/또는 장기 교육 학위를 후원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개인 투자 기회를 포함합니다.
취업 기회
대출 처리 업체, Baltimore, Inc. 의 근린 주택 서비스
보조 교육자 - ESOL, 볼티모어시 공립학교
중소기업 프로그램 관리자, 그레이터 베이브룩 동맹
사례 관리자, 동남아시아 CDC
메릴랜드 난민 위원 (파트타임, 원격, 메릴랜드 소재), 처치 월드 서비스
언어 전문가, 국제 구조 위원회
SIV 코호트 어시스턴트 (정규직, 임시직), 국제 구조 위원회
테라피스트 사례 관리자 (이중 언어 - 영어/스페인어), 노숙자를 위한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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