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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당국은 커뮤니티의 공공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드 무바락과 행복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 유산의 달!
이드 무바락! 라마단 성월 동안, 우리 무슬림 공동체는 금식하고 세속의 애착을 금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인내,
감사, 자비와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MIMA는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달 초 이드 알 피르트를 축하해 주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우리 시의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 커뮤니티의 기여와 경험을 축하합니다. 우리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가진 AAPI 커뮤니티는 볼티모어를 볼티모어로 만드는 활기찬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숙 (볼티모어 시민 기금 회장), 코리 디오퀴노(Cori Dioquino) (아시안 퍼시피카 아트 콜렉티브 공동 전 전무이사
겸 공동 설립자), 행 탄 (Heang Tan) (노화 사무국 부국장), 신(신디) 왕(Xin (Cindy) Wang)(볼티모어-시먼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이번 달의 시장 401 리포트를 시청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시장 페이스북 페이지(영어), CharmTV 페이스북 페이지(영어) 또는 시장 인스타그램 페이지(영어)(@
MayorBMScott)에서 방송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facebook.com/MIMABaltimore를방문하세요.

코로나 19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볼티모어 시 보건 커미셔너인 Letitia Dzirasa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검사하여 치료하기
연방정부의 검사하여 치료하기(Test to Treat)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이고 치료가
적절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처방전을 받고 한 장소에서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약국,
진료소 및 기타 장소이며, 최근에는 주립 센터 백신 접종 및 검사 장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볼티모어의 모든 검사하여 치료하기(Test to Treat) 지점을 찾으려면 코로나 19 검사하여 치료하기 로케이터(영어)를
사용합니다.
가정 내 검사 결과 보고
전염 및 재택 검사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자에게 볼티모어 코로나 19 콜센터 (443) 984-8650을 통해 재택 검사 양성
결과를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지원금
보조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 백신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볼티모어시 COVAX 소액 보조금: 코로나 19 예방 접종 진료소 및 기타 코로나 19 예방 접종 봉사 및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지역 사회 단체 및 지역 사회 리더에게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액 커뮤니티 보조금
프로그램의 총액은 25만 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볼티모어시 COVAX 소액 보조금
웹페이지(영어)를 참조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거부 기금: 볼티모어시/카운티의 만 18~34세 흑인 및 라틴계 성인 중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증가시키려는 프로그램 및/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볼티모어 지역 사회 단체 및 파트너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코로나 19 백신 거부 기금 웹페이지(영어)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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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만 5세 이상인 모든 볼티모어시 거주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신청하려면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는 볼티모어시 보건 당국의 백신 접종 등록 웹 페이지(영어)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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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진행될 커뮤니티 예방접종 클리닉

검사
매주 월요일 MIMA 페이스북(영어)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도시 서비스 업데이트
도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보려면 도시 서비스 상태 페이지(영어)를 방문합니다.

국가적 사건
2022년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과 그 직계 가족이 미국으로 와서 2년의 임시
입국 허가 기간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통로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Ukraine)"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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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인은 미국에 후원자가 있어야 하며, 후원자는 우크라이나인이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 웹
페이지(영어)를 참조합니다.
웰컴. US(영어)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 자주 묻는 질문, 후원 방법 및 우크라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기타 방법에
대한 일반 언어 설명을 제공하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이달의 새로운 소식
¡Adelante Latina!
¡Adelante Latina! 는 볼티모어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망한 라티나 여학생들을 위한 무료 방과 후 학업 강화 및 대학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3.0 GPA를 받고 대학 진학을 꿈꾸는 이중 언어 9학년 볼티모어시 라티나는 아델란테
라티나(Adelante Latina) (영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CASA 협회: 어린 시절의 역경과 인종적 트라우마의 교차점
2022년 4월 1일, 메릴랜드 CASA 협회는 어린 시절의 역경과 인종적 트라우마의 교차점에 대해 봄 연구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각 세션의 기록(3)이 있으며, 세션에는 “인종적 트라우마의 이해: 대변자의 주요
역할”, “용감한 유색 되기 & 문화적으로 겸손해지기”, “변신을 위한 자세”가 포함됩니다. 모든 세션은 영어 및/또는
스페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와 관련된 향후 연수회에 참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셰키나 F. 데이비스, DEI
&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shekinah@marylandcasa.org로 문의합니다.
CASA에서 자원봉사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메릴랜드 CASA 협회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하여 CASA 회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경험담을 읽어보세요. 또한, 자원봉사 문의(영어) 양식에
등록하여 CASA 자원봉사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ASA 웹사이트의
“참여하기(영어)”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시빌 저스티스(Civil Justice Inc) 무료 가압류, 의료 채무 및 임대인-임대인 법률 서비스
(주)시빌 저스티스는 볼티모어시 거주자와 메릴랜드 거주자를 위한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압류 — 가압류에 묶인 가구는 변호사와 무료로 통화하여(최대 1시간) 집을 구하거나 나갈 수 있는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세션은 메릴랜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지원하며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관심 있는 고객은 아쉬아 몰트리에게 직접 jamoultrie@civiljusticenetwork.org 또는
240-392-1566으로 연락하여 세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시빌 저스티스 안내문(영어)에서
확인합니다.
● 의료 채무 - 볼티모어시에 거주하며 병원으로부터 미지급 의료 청구에 대한 소송을 당한 경우, 시빌
저스티스로부터 무료 대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0-706-0174로 전화하여 자격 여부(영어)를
알아보십시오.
● 임대인-임차인 - 볼티모어시에 거주하며 이전 임대인이 미지급 임대료, 수수료 또는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빌 저스티스로부터 무료 법적 대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1-706-0174로 전화하여 자격
여부(영어)를 확인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 개발 센터(LEDC)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 지원
LEDC는 5월 14일과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티 오브 레퓨지(City of Refuge) (3800 9th St, Baltimore MD
21225)에서 임대 클리닉을 개최하여 임대 지원, 에너지 지원 및 Water4All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 클리닉 안내문(스페인어)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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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EDC는 ITIN 주택 구매자 세미나 및 최초 주택 구매자 오리엔테이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240-283-5739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등록하고 주택 구매자 세미나 안내문(스페인어)과 주택 구매자 오리엔테이션 웨비나
안내문(스페인어)을 참조합니다.
B'more for Healthy Baby(BHB)
BHB는 볼티모어의 높은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가족 및 어린 자녀의 건강 및 발달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한 수면 및 BH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HB 안전한 수면 웹 페이지(영어)를 참조합니다. 고객에게 물리적 자료를
배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자나 고인스에게 jana.goins@baltimorecit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볼티모어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BCRP)은 커뮤니티 의견을 구합니다
볼티모어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BCRP)은 지역 사회가 보섹 레크리에이션 센터(Bocek Recreation Center)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활동 및 프로그래밍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BCRP가 앞으로
프로그래밍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의견을 제공하려면 보섹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피드백 설문 조사(영어)를 완료하십시오.

보조금 기회
RFP: 데이터 분리 옹호
리더십 컨퍼런스 데이터 자산 프로그램(Leadership Conference Data Equity Program)은 보조금 RFP를 시작하여 주
지도자들이 데이터 분리 옹호에 참여하도록 합니다(영어). 메릴랜드 501(c)(3)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은 주 및 연방
기관에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데이터 분리, 특히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하여 교육, 주거 및 증오 범죄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지원하기 위해 옹호 및 이행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2년 5월
26일 오후 11시 59분(ET)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자세한 정보는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 기금의 인구 조사 및 데이터 자산
수석 프로그램 디렉터인 미타 아난드(anand@civilrights.org)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행사
브리징 메릴랜드 라틴계 문화 박람회(Bridging Maryland Latino Cultural Fair)
메릴랜드 브리징은 5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커티스 베이 초등학교에서 라틴계 문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잉글랜드 라티노 문화 박람회 안내문(영어) 및 스페인 라티노 문화 박람회 안내문(영어)을
참조합니다.
코미테 아이티 하이티엔 플래그 데이 기념식(Komite Ayiti Haitian Flag Day Celebration)
5월 14일 오후 1~4시 패터슨 파크에서 접종 클리닉을 포함한 국기의 날 기념 행사에 코미테 아이티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이티 국기의 날 기념 안내문(영어)를 참조합니다.
볼티모어-카와사키 자매도시위원회 (BKSCC) 스프링 피크닉
BKSCC에 가입하여 2022년 봄을 축하하세요. 이날은 두 가지 쉬운 하이킹 옵션으로 시작하며 일본을 테마로 한 야외
스낵을 제공합니다. 이 행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 방법은 BKSCC 스프링 피크닉 이벤트브라이트 페이지(영어)를 참조합니다.
센트로 SOL 라티노 정신 건강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센트로 SOL은 2022년 5월 16일 월요일에 라틴계 정신 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소외된 지역 사회의 가벼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에 대해
3년간의 센트로 SOL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연구,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는 볼티모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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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시청 이민국
기타 지역의 라틴계 인구의 정신 건강 관리 요구를 해결하는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센트로 SOL 웹사이트(영어)에서 무료로 등록합니다.
2022년 북아시아
2019년 봄에 개관한 북아시아는 그레이터 볼티모어의 예술, 문화 및 아시아 유산, 특히 볼티모어 찰스 노스 커뮤니티의
한국 역사를 인정하고, 전시하고, 기리는 공동 커뮤니티 기념 행사입니다. 기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노스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하거나 아시아 노스 2022년 안내문(영어)을 참조합니다.
아시안 퍼시피카 아트 콜렉티브(APAC)와 함께하는 AAPI 문화유산의 달
APAC에 가입하여 일련의 커뮤니티 워크샵과 AAPI 여성의 목소리 영화 페스티벌(AAPI Women 's Voices Theater
Festival) 및 AAPI 커뮤니티 내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패널 토론에 참여하세요. 날짜, 시간, 위치 및 최신 정보를
APAC 웹사이트(영어)에서 확인하세요.
BCRP 예정된 행사
예정된 이벤트 목록은 BCRP 커뮤니티 참여 전자 뉴스레터(영어)를 참조하세요. 이벤트 등록 및 이러한 이벤트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BCRP 웹 사이트(영어)를 방문하고 @Recnparks를 통해 Facebook, Twitter 및
Instagram을 팔로우하세요.

취업 기회
[신규] 의료사무보조 (이중언어) (영어), BCHD
주택 교육 코디네이터 (영어),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메릴랜드 (영어),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볼티모어 (영어), LEDC
YouthWorks 유닛 관리자 - 이중 언어 스페인어/영어 (영어), MOED
모바일 커리어 내비게이터 - 이중 언어 스페인어/영어 (영어), MOED
홍보 담당자 (영어), MOED
테라피스트 사례 관리자 (이중 언어 - 영어/스페인어), 노숙자를 위한 건강 관리
난민 프로그램 ESL 전문가(영어) - 볼티모어시 커뮤니티 칼리지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볼티모어시 코로나 19 정보 사이트(영어) 방문
Facebook(영어)과 Instagram(영어)에서 MIMA를 팔로우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월별 업데이트를 받거나 포함하기 위한 공지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가입하려면
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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