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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무소에서발간
직원급구!
새로운 직원을 찾습니다.볼티모어 시장 산하 이민 사무소(MIMA)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공익사업을 위해 함께 일 할 두 명의
새로운 직원을 찾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전문가:이 직책의 주요 책임은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현명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MIMA와 함께
공익을 실현하는 것 입니다.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전문가는 MIMA의 공익활동 홍보를 통해 볼티모어의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할 것 입니다.지원하려면 여기로 .

언어 프로젝트 매니저:언어 접근 프로젝트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절차를
마련하고 상당한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 직책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특히 미국
구조 계획 법(ARP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도와 시 기관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이 직책은
MIMA국장을 도와 본 기관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 할 것 입니다.지원하려면 여기로 .

새로운직원을환영합니다!
Mariela Rodriguez
BNAAC커뮤니티 지원 매니저인 Mariella는 MIMA및 기타 연합 회원과 협력하여 최신 프로그램인 BNAAC를 볼티모어시의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에 홍보합니다.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MIMA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볼티모어 시 보건부에서 커뮤니티 조직가 및 클리닉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COVID-19백신 접종률을 늘리고
볼티모어의 라틴계 커뮤니티 내 백신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녀는 델라웨어 대학에서 건강 행동 과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Jenny Torres
볼티보어 이민자 기금 마련(BICF)프로그램 책임자로서 Jenny는 MIMA,볼티모어 시민 기금(BCF)및 제휴 비영리 단체를 도와
볼티모어 시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조직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IMA에 합류하기 전에 그녀는 커뮤니티 조직자,연구 조교 및 SNAP담당자였습니다.그녀는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볼티모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지역 사회 활동 및 사회 정책을 전공하고 사회 복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그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거권에서 재생산 권리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지역 사회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COVID-19업데이트

백신접종
보건당국(CDC)은 CDC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권고사항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합니다.볼티모어시에서
백신접종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볼티모어 시 보건부(BCHD)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확진검사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 주 코로나 확진 검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코로나치료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치료법은 코로나19중증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만 해당합니다.해당 환자는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 야전 병원 COVID태스크포스 성인환자 원격의료 자가치료 의뢰
양식을 작성하세요.

볼티모어시제공서비스
청년일자리프로그램(YouthWorks)
14세~21세 볼티모어시 청소년 및 청년은 YouthWorks를 통해 시급 13.25달러의 여름 일자리에 지원하여 직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고용주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uthWorks고용주 안내문을 참조하세요.등록은 2023년 4월 7일까지 지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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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jobs.crelate.com%2Fportal%2Fbaltimorecorps%2Fjob%2F9scqpwyyw1taypdbfb9x5hq17c%3Fcrt%3D1677516304445&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01fedde854534a31d03808db1b4d7d68%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37918620609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rQ9cVS%2FAh0oVriAy2U3yJlbLoWzIvwe2LqmRTm2qI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jobs.crelate.com%2Fportal%2Fbaltimorecorps%2Fjob%2Fd4h1sqkzreomyzfs5ybfikkayo%3Fcrt%3D1677104551830&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01fedde854534a31d03808db1b4d7d68%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379186206097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OSrgfRa3SpFaOA0YjlE%2BcFvNGY99AmkDjpfAAj3nM0Q%3D&reserved=0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stay-up-to-date.html#adults
https://coronavirus.baltimorecity.gov/covid-19-vaccine-information/weekly-schedule-vaccination-clinics
http://facebook.com/MIMABaltimore
https://app.smartsheet.com/b/form/2fa353b3a5a94397ae1f39e2c34bf702
https://app.smartsheet.com/b/form/2fa353b3a5a94397ae1f39e2c34bf702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U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czovL2RyaXZlLmdvb2dsZS5jb20vZHJpdmUvZm9sZGVycy8xZ0VjMVJReUg2RWFkVFEtTUxxd25Yeldfb2pUT2Z4dno_dXNwPXNoYXJpbmcifQ.M0zbD63LwpuVSJdM_5tbBFlYGoYZ_vmsYZFb68VD6zM/s/1017926280/br/154461431695-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Y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Oi8veW91dGh3b3Jrcy5vZWR3b3Jrcy5jb20ifQ.hzb8tMY9RhjRFvgYWpYbYZJdR-kb6NmYrWe-vR73bOI/s/1017926280/br/154461431695-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Y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Oi8veW91dGh3b3Jrcy5vZWR3b3Jrcy5jb20ifQ.hzb8tMY9RhjRFvgYWpYbYZJdR-kb6NmYrWe-vR73bOI/s/1017926280/br/15446143169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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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Works를 통해 볼티모어시 비영리 단체,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은 14세에서 21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을 계절 노동자로
구인합니다.고용주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uthWorks고용주 안내문을 참조하세요.등록은 2023년 4월 14일까지 지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겨울노숙인쉼터
2023년 4월 1일까지 시장 직속 노숙인 서비스(MOHS)부서는 2023년 4월 1일까지 체감 온도가 영하(32도 이하)에 도달하는 경우
비상 노숙인 쉼터를 제공합니다.쉼터 관련 문의는 겨울 노숙인 쉼터가 개소되는 날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9시 사이에
443-984-9540번으로 전화하세요.자세한 내용은 MOHS겨울 쉼터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MOHS의 페이스북 및 Instagram을
팔로우하여 아랍어,영어,프랑스어,한국어,중국어 간체자 및 스페인어로 된 겨울 쉼터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달의새로운소식

페더스톤재단(Featherstone Foundation)전문금융교육프로그램지원마감일은 3월 25일입니다.
경력과 더 높은 급여로 이어지는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있습니까? Featherstone Foundation의 취업 지원(Reaching New Heights)
프로그램은 금융 서비스 및 은행 업계에서 유망한 경력을 쌓기 위해 소외된 배경을 가진 구직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8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https://thefeatherstonefoundation.org/banks/

세금납부준비무료서비스 -자산,저축,희망창출(CASH)캠페인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 소득이 2022년에 $60,000이하인 경우 세금 납부 준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 카운티에 납부하는 세금 준비 무료서비스 예약이 진행 중이며 예약이 빠르게 완료되고 있습니다.평일 오전 9시~오후
2시 사이에 410-234-8008로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ASH캠페인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루터교이민자및난민서비스(LIRS)저축지원계좌(IDA)
LIRS IDA프로그램은 저축 및 자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가 첫 주택,자동차,고등 교육을 받거나 소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IRS IDA프로그램 신청 자격자는 난민,망명 신청자,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인도주의적 가석방자,
2021년 7월 31일 이후에 미국에 도착했고 볼티모어 대도시 지역과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난민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ORR)아프간계 지원 자격자입니다.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금융 문해력 및 자산별 교육을 마친 후 절약된 $1당 $1를
적립할 수 있으며,개인의 경우 최대 $2,000,부동산을 구입하는 가족의 경우 최대 $4,00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지원자는 이전에 다른 IDA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하고 자산이 $10,000이하(집 한 채과
자동차 한 대 제외)이며 총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300%이상이어야 합니다(또는 목표 주택 가격에 대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역 평균 가계 소득(HAMFI)의 최소 80%).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ahmad.amiry@lirs.org또는
757-609-1857로 IDA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Ahmad Amiry에 문의하십시오.

LIRS소기업개발프로그램(MED)
LIRS MED프로그램은 난민 소유 기업의 개발,확장 및/또는 지속 가능성을 지원함으로써 난민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및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LIRS MED프로그램 지원 자격자는 난민,망명 신청자,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인도주의적
가석방자 및 ORR자격이 있고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미국 시민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지원자는 볼티모어
대도시 지역 또는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MED프로그램은 금융 문해력 및 소기업 교육을 제공하고 재무 예측을
통해 사업 계획 개발을 돕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또한 수혜자가 사업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ED프로그램은
최대 1,500달러의 크레딧 빌더 대출과 최대 15,000달러의 대규모 MED대출의 두 가지 소규모 비즈니스 대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economicdevelopment@lirs.org에

난민지원센터(City of Refuge) ESOL수업
City of Refuge(3501 7번가,볼티모어 메릴랜드주 MD 21225)에서 무료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신청하시려면 양식을 클릭신청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Mike Lewis malewis@cityofrefugebaltimore.org에

간단한등록을통해메릴랜드주건강보험신청
2022년 세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건강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메릴랜드 건강보험가입 지원 프로그램 (Maryland Health
Connection)의 간편한 등록(Easy Enrollment)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 기간 동안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메릴랜드 주민은 2023년 4월 18일 이전에 언제든지 세금을 신고하여 특별 등록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간단한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다.
Easy Enrollment프로그램은 해당 연도의 건강 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또한 세금 신고를 간소화합니다.
1주일 이내에 귀하는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이렇게 하면 서신에 적힌 날짜로부터 35일
동안 등록이 가능합니다.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Easy Enrollment안내 영상을 참고하세요.잊지 마세요:메디케이드(Medicaid)는
1년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릴랜드건강보험가입지원프로그램(Maryland Health Connection)
Maryland Health Connection콜센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MarylandHealthConnection.gov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55-642-8572로 전화하세요.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https://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find-help/를
방문하세요.또는 카운티 목록을 방문하여 지역 지원 센터를 확인하세요.

희망의세대(Generation Hope)청소년부모를위한대학장학금및지원프로그램
Generation Hope은 청소년 부모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장학생은 연간 최대 $2,400장학금 지원,멘토,무료 정신
건강 지원,멘토링,진로 지도,비상 자금 및 청소년 부모 커뮤니티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다.지원자는 25세 미만(임신 또는 19세
미만의 나이로 자녀 양육)이어야 하며 워싱턴 DC에서 50마일 이내에 있는 비영리 대학(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할 계획이어야 합니다.미국 시민,영주권 소지자 및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수급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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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c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czovL2RyaXZlLmdvb2dsZS5jb20vZHJpdmUvZm9sZGVycy8xZ0VjMVJReUg2RWFkVFEtTUxxd25Yeldfb2pUT2Z4dno_dXNwPXNoYXJpbmcifQ.U0FKpivVZl-kBNKhp0jaifltYeaCRjlgfGSh3e1sKOc/s/1017926280/br/154461431695-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g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Oi8veW91dGh3b3Jrcy5vZWR3b3Jrcy5jb20ifQ.-yIB5BG8zwOhFLj4XKWJj80wTineEyYqSyxGRFBlcYI/s/1017926280/br/154461431695-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Tg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zAyMTQuNzE1MjE5NTEiLCJ1cmwiOiJodHRwOi8veW91dGh3b3Jrcy5vZWR3b3Jrcy5jb20ifQ.-yIB5BG8zwOhFLj4XKWJj80wTineEyYqSyxGRFBlcYI/s/1017926280/br/154461431695-l
https://homeless.baltimorecity.gov/winter-shelter
https://www.facebook.com/BaltimoreMOHS/
https://www.instagram.com/baltimoremohs
https://thefeatherstonefoundation.org/banks/?fbclid=IwAR1nl1awAz7Pj3Qo9QLaj_RMr8hZD3hF5pQYGFF2-oTNxCkUb6wbDunKxlU
https://cashmd.org/baltimore-locations/
https://cashmd.org/free-tax-preparationresources/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cf.hhs.gov%2Forr%2Fpolicy-guidance%2Fstatus-and-documentation-requirements-orr-refugee-resettlement-program&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c845a8461c144d5662308db1e5ad194%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71478128953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ydIhJ25WjTRmV1uCST0e%2FdL6jYyxVwvJfQ%2FLZPZ2j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cf.hhs.gov%2Forr%2Fpolicy-guidance%2Fstatus-and-documentation-requirements-orr-refugee-resettlement-program&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c845a8461c144d5662308db1e5ad194%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71478128953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ydIhJ25WjTRmV1uCST0e%2FdL6jYyxVwvJfQ%2FLZPZ2j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cf.hhs.gov%2Forr%2Fpolicy-guidance%2Fstatus-and-documentation-requirements-orr-refugee-resettlement-program&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c845a8461c144d5662308db1e5ad194%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714781289536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IydIhJ25WjTRmV1uCST0e%2FdL6jYyxVwvJfQ%2FLZPZ2jU%3D&reserved=0
mailto:economicdevelopment@lirs.org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muOD7iQljCzTaYIqQ9_k1k_VNngCN3HNtHZ0JXcua1WA7w/viewform
mailto:malewis@cityofrefuge.or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2Finscripcionfacil%2F&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3ac4bffc40e40657ade08db19106ce0%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13328872395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7C%7C%7C&sdata=Fh5eC3WNT9mvCNJC7AzN%2BesFxLvQcCuW9di%2BnYi9Lpc%3D&reserved=0
https://www.youtube.com/watch?v=DrTfAR9CDsg&ab_channel=MarylandHealthConnection
https://www.youtube.com/watch?v=8k52b_sJDEg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2F&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3ac4bffc40e40657ade08db19106ce0%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13328872395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7C%7C%7C&sdata=EEqMoMPEwdokNP%2BdCv9bf832RXTfwFWYC1Kj6ri90B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2F&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3ac4bffc40e40657ade08db19106ce0%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13328872395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7C%7C%7C&sdata=EEqMoMPEwdokNP%2BdCv9bf832RXTfwFWYC1Kj6ri90B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2Ffind-help%2F&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3ac4bffc40e40657ade08db19106ce0%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13328872395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7C%7C%7C&sdata=XP0WSLuIL2%2BpvN%2BcY59xQ2E7NzaCI1oiba5wQwH1K9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2Fwp-content%2Fuploads%2F2020%2F10%2FCE-list-with-name-phone-website-for-MHC-website.pdf&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93ac4bffc40e40657ade08db19106ce0%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313328872395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2000%7C%7C%7C&sdata=qGSEiv34tybS6EqNRJCeWlgd%2B0%2BD02HJzGdzAUv%2B%2Fg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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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은 2023년 4월 1일입니다.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전단지를 확인하십시오.영어와 스페인어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Madeline Hren madeline@generationhope.org에

성공적인중소기업교육프로그램을위한기업가정신교육(ETS)
ETS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3개월 무료 집중 프로그램으로,볼티모어 시의 흑인 및 라틴계 여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직업,생활 및 리더십 기술을 다룹니다.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ETS는 소기업 기업가 정신과 기초적인 금융 문해력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성공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마케팅 및 영업,브랜딩,
커뮤니케이션,회계,예산 책정,가격 책정,사업자 등록,사업 자금 조달,잠재적인 파트너 및 투자자에게 사업 홍보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프로그램을 완료한 참가자는 $1,0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와 프로그램 지원은 여기로

성공적인기업가정신교육(ETS)/영어및스페인어구사가능한멘토구함
리더십,비즈니스 및 전문 기술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고 싶습니까?올가을 여성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ETS에서 올 봄에 있을 사업가 정신 교육을 도와 줄 멘토를 모집합니다!자원 봉사 멘토는 여성 기업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우리의 공익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멘토의 역할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개발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및 격려하는 것 입니다.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icole Andonie(nandonie@ledcmetro.org)에 문의하세요.

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공공사업부(DPW)산하고형폐기물관리국(BSW)의노력
DPW는 시의 고형 폐기물 관리 10년 계획을 개정하고 초안을 완성하는 동안 주민과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DPW는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볼티모어시 주민,근로자,환경 옹호자,사업가,교육 지도자,기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청회 참여와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일정

날짜 시간 세부사항

2023년 2월
22일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60%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화상회의

2023년 3월
13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90%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화상회의

2023년 3월
27일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99%완료 초안 검토 공청회 -화상회의

2023년 4월
10일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최종안 검토 공청회 1-대면 (Southeast Anchor Library, 3601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및 화상회의

2023년 4월
24일

미정 최종안 검토 공청회2 -대면 및 화상회의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을 통해 볼티모어시의 고형폐기물 흐름관리 목표 설정,기존 고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 평가,기존 및 미래의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파악,생활·사업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퇴비화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고형폐기물 관리 10년 계획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리계획에 대해 자세히 확인 후 의견 제출 및 회의 참여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지원
볼티모어어린이및청소년기금재단 2023풀뿌리기금재단(2023 Grassroots Fund)
Grassroots Fund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풀뿌리 청소년 지원 조직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볼티모어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합니다.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볼티모어 아동청소년 재단.을
방문하세요.

볼티모어시보건국(BCHD)과시민근로단(Civic Works)의코로나19소액보조금
볼티모어는 역사적으로 레드라인(서비스 거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식량 및 응급 지원,대중교통 서비스,정신 건강 서비스
등과 같은 중요한 의료서비스 지원에서 상당한 지역 격차를 격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코로나19예방접종 및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BCHD와 시민근로단은 다음 공약을 이행하고자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볼티모어시 커뮤니티 조직에 최대
25,000달러의 소액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내 코로나19예방접종율 증가 및 교육서비스 개선
●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개선
● 볼티모어시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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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uENMDMC7fDtFSN7lfM98JK5tCkVeBVLC/view?usp=share_link
https://drive.google.com/file/d/1zz7LnJ64pcg7bCWXkThMjaofBxGXDInj/view?usp=share_link
mailto:madeline@generationhope.org
https://lp.constantcontactpages.com/cu/7RYNK7T/SpringETSBmore2023?source_id=ec7cc4e2-75a4-4bf0-8836-703d24bc1e56&source_type=em&c=eEocFl9dSgJEr96AjOhe-SFO8phu-Y6L7UlFK4r4_7a_zcmFio6LsA==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https://bcyfund.org/grantmaking/2023-grassroots-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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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자는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COVAX)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oH)소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에 동시
지원하세요.다음 보조금 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3년 3월 27일입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civicworks.submittable.com/submit에서 확인하세요.

행사
● 세 번의 정체성 위기 필리핀계 이민자의 미국 정착기

스트랜드 극장:온라인 및 현장 상영
온라인: 3월 30일 - 4월 16일;현장 상영: 3월 17일 - 4월 2일
이 1인 극에서 주인공 Cori Dioquino는 인생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세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찾아갑니다. "세 번의 정체성 위기"에서 그녀는 댄스,움직임,음악,예술을 통해 모국 필리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와
미국에서 이민자로 정착하면서 겪은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세 가지 위기는 "자유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말 못 할 마음의 병, “자긍심있는 필리핀 이민자”에서 "평범한 아시안"으로의 심리적 변화를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티켓 구매는 스트랜드 극장 웹사이트 에서,자세한 정보는 Instagram에서 아시아 태평양 비영리
예술단체(APAC)를 팔로우하세요.

● 메릴랜드 라틴 아메리카계 비영리 단체:지역주민 정책
화상회의
2023년 3월 23일
이번 월례회의 목표는 메릴랜드의 라틴계 커뮤니티 내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것 입니다.가입은 지역주민 정책 Zoom가입 링크에서

● 라틴 아메리카계 위원회 월례회의
갤러리 교회, 3115이스턴 애비뉴 볼티모어 메릴랜드주 21224
2023년 3월 16일 오전 8시 30분
라틴 아메리카계 위원회의 월례회의는 스페인어로 진행합니다.볼티모어의 자원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 빅 볼티모어 연 날리기 축제(The BIG Baltimore Kite Fest)
패터슨 공원(Patterson Park)
2023년 3월 25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 봄 패터슨 공원에서 빅 볼티모어 연 날리기 축제를 엽니다.알록달록한 연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볼티모어를
이루는 다양한 문화를 기념합시다!장소:패터슨 공원 전망대 근처.연 날리기 행사,음악 감상,연 날리기 시연,공원
산책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루 종일 즐겨보세요!친구와 함께 오세요!준비물:피크닉 담요,연 비 오는 경우 대체
날짜: 3월 25일 일요일.

● 폴스태프 초중학교 학부모회 자원 박람회
폴스태프 초중학교 3801폴스태프 로드,볼티모어,메릴랜드주 21215
진행시간: 2023년 3월 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자원 박람회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조직과 지역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 입니다.또한 조직 내 봉사활동을 홍보 할 좋은 기회입니다.폴스스태프 커뮤니티는 자원
박람회를 통해 참석자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귀하의 조직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 Google양식을 작성하세요.테이블과 의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계 지원 네트워크(LPN) 3월 자원회의
예수 성심 교회 (600남 콘클링 스트릿,볼티모어,메릴랜드주 21224)
2023년 3월 27일 정오 12:00 -오후 1:30
월례 자원회의 참석 방법: LPN회원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외부자는 미팅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등록하세요.

채용정보
[NEW] Bilingual Community Health Worker Supervisor (Site Lead),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

[NEW] Mobile Vaccine Team Logistics Coordinator,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

[NEW] Mobile Vaccine Team Program Coordinator,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

[NEW] Operations Manager, Southeas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Southeast CDC)

[NEW] Outreach Coordinator, Southeas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Southeast CDC)

Youth Program Marketing Specialist, Islamic Leadership Institute of America

Basketball Coach, Islamic Leadership Institute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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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ivicworks.com/covaxminigrants/
https://www.strand-theater.org/
https://www.instagram.com/asianpasifikaart/
https://www.instagram.com/asianpasifikaart/
https://zoom.us/meeting/register/tJUlduGgrjgoG9ZMc6Wa1PtCtM7Kf7s-GiAF
https://www.facebook.com/events/491091066554312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3cPg8Skr5etIdUwzFiIPSgsAwrUxlDJtOXtr8cOZ2TfWGQ/viewform?usp=embed_facebook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baltimorecity.wd1.myworkdayjobs.com%2FExternal%2Fjob%2F1001-E-Fayette-St%2FMobile-Vaccine-Team-Community-Health-Worker-Supervisor--Grant-Services-Specialist-II---Baltimore-City-Health-Department_R0001023&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68b9be54b8fe4a02e42308db169c564f%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286329372981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SdO6lFsm7BXOoWLrKDokQfHCOiK7Qj%2FF53bNrfVbV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baltimorecity.wd1.myworkdayjobs.com%2FExternal%2Fjob%2F1001-E-Fayette-St%2FMobile-Vaccine-Team-Logistics-Coordinator--Grant-Services-Specialist-III---Baltimore-City-Health-Department_R0001021&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68b9be54b8fe4a02e42308db169c564f%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286329372981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OSONDaTj9NFv9m9lOK7sWRXwQL%2FVKzwyCPuIPhsHC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baltimorecity.wd1.myworkdayjobs.com%2FExternal%2Fjob%2F1001-E-Fayette-St%2FMobile-Vaccine-Team-Program-Coordinator--Grant-Services-Specialist-III---Baltimore-City-Health-Department_R0001022&data=05%7C01%7CCarey.Cabrera%40baltimorecity.gov%7C68b9be54b8fe4a02e42308db169c564f%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2863293729814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Y0Za3w88yudPk2DM7kYj3WkjKCeH44JqP0jXicx0mo%3D&reserved=0
http://www.southeastcdc.org/who-we-are/job-openings/?fbclid=IwAR28811qo-H0Yuc-BedHhdNGIH5Dx6KI2QL1flSLVe-uoQ-bUk-8nmr1mIo
http://www.southeastcdc.org/who-we-are/job-openings/?fbclid=IwAR28811qo-H0Yuc-BedHhdNGIH5Dx6KI2QL1flSLVe-uoQ-bUk-8nmr1mIo
https://www.islamicleadership.org/careers/youth-program-marketing-specialist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islamicleadership.org%2Fcareers%2Fbasketball-coach&data=05%7C01%7CCharlie.Nguyen%40baltimorecity.gov%7C5250a90bb1c641beae8b08db0ed37255%7C312cb126c6ae4fc2800d318e679ce6c7%7C0%7C0%7C63812007354464261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vEvvzaKb%2BgKHBmrcfW4JRLQbm1X9yr4LCG5CqOawdM%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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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53
볼티모어시장산하이민사무소(MIMA)

Pathway Builder, 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LIRS)

Maryland Hunger Solutions (MDHS) Outreach Volunteer (VISTA position, Spanish speakers prioritized),
MDHS

Bilingual Nutrition Education Coordinator, Healthy Little Cooks

Refugee Youth Project Specialist, Refugee Youth Project at 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Bilingual Claims Processor, Governor's Office of Crime Prevention, Youth & Victim Services

Bilingual Housing Counselor, Baltimore, 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이민자및난민커뮤니티에대한최신정보와자료를계속확인하고싶다면

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에서 MIMA를팔로우하세요!

이메일을통해월별업데이트를받거나싣고싶은공지사항을제안하기위해등록하시려면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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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rs.applicantpool.com/jobs/899974.html
https://www.mdhungersolutions.org/wp-content/uploads/2020/12/MDHS-Outreach-Volunteer.pdf
https://drive.google.com/file/d/1eQYUaPhJooAThgCutsarYj3DioG8eW5P/view?usp=sharing
https://bccc.balancetrak.com/2022182?fbclid=IwAR2uu4KUBwLDR9RYCX5wArIkg3tftOLuZ8fjoiwcnDk0rfZZMMr5cR5ot98
https://www.jobapscloud.com/MD/sup/bulpreview.asp?R1=22&R2=002572&R3=0039
https://www.ledcmetro.org/jobs_bilingual_housing_counselor_baltimore
https://www.facebook.com/MIMABaltimore/
https://www.instagram.com/mimabaltimore/
mailto:mima@baltimoreci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