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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실에서 업데이트
우리 시장님의 히스패닉 유산상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탁월한 공헌을 한 2022년 시장의
히스패닉 유산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기쁩니다.
신흥 지도자 범주에서 모렐리스 우르바노 (Morelys
Urbano)는 모건 주립 대학교에서 커뮤니티 인식, 참여 및
지원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하는 최초의 학생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민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커뮤니티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교육자 범주에서 제네시스 로살레스 (Genesis Rosales)는
볼티모어 디자인 학교의 스페인어 교사로 라틴 아메리카
정체성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를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 동안 세계 언어 교사
홍보대사 및 볼티모어시 신규 교사 인스티튜트 (Baltimore
City New Teacher Institute) 의 진행자로 활동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서 이베스 캄포(Iveth Campo)는 15년 동안 볼티모어 의료 시스템 커뮤니티 보건
종사자로 스페인어권 가정의 건강 요구 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녀는 만성 질환, 십대 임신, 성적 건강,
유아사망 및 코로나와 관련하여 교육, 자원 및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범주에서 레이나 베체라 (Reyna Becerra)는 멕시코에서 온 1세대 이민자이며 수많은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식량 분배 사이트를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입니다. 레이나(Reyna)는 볼티모어의
히스패닉과 라틴계 커뮤니티 내에서 음식에 접근하기 위한 챔피언으로 여겨집니다.
올해의 델피나 페레다 에체베리아상 수상자는 40년이상 실천해온 사업가이자 및 변호사인 John
S.Granham III입니다. 히스패닉 문제에 대한 시장 위원회의 전회원이며 현재 설리번 코브 컨설턴트 (Sullivan
Cove Consultants) 의 회장 겸 CEO인 그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를 위한 전문적인 기회를
확대하면서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볼티모어시 자원 왓츠앱 그룹
귀하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커뮤니티 옹호자입니까?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가입 링크 (bit.ly/bmore-resource-whatsapp) 를 사용하고
추가 커뮤니티 자원,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인
볼티모어시 자원 왓츠앱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CAB) 및 AAPI 자문위원회 강조
MIMA에서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볼티모어 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난민, 그리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그룹의 헌신적인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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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이번 달에는 2019년부터 MIMA의 업무와 전략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CAB의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CAB 회원은 다양한 시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MIMA 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AAPI) 자문 위원회
최신 자문단인 AAPI 자문위원회는 올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AAPI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히 이민자, 난민,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볼티모어시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사람) 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자문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은 AAPI가 시 차원의 대화에 포함되고 AAPI 커뮤니티가
듣고 대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API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업데이트
어린이용 5-11 이가의 부스터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2022년 10월 1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업데이트된 부스터에 대한 승인을 5 ~ 11세 어린이까지
확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가을과 겨울 시즌에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이
새로운 백신의 부스터를 받으세요!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업데이트:
● 기본 COVID-19 백신 시리즈(J&J 1회분 또는 모더나, 파이저, 노바백스 2회분)를 완료한 만5세
이상이면 누구나 새로운 이가의 부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으신 백신 브랜드에 관계없이
부스터 용량으로 파이저 또는 모더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2가 부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영어 및 스페인어로 많은 정보는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볼티모어시 보건부(BCHD)의 예방접종 등록
웹페이지에 방문하거나 443-984-8650으로 전화하십시오. 스페인어 사용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예방접종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 주의 테스트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치료
만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있다면, 당신을 위한 치료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중증 코로나 질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볼티모어 컨벤션 센터
야전 병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성인 환자 원격 건강 셀프 추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파트너 스포트라이트
MIMA가 커뮤니티 그룹과 계속해서 다시 연결됨에 따라 볼티모어 전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조직과
채팅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볼티모어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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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A와의 만남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 민족 시민 단체, 종교 기관 또는 다른 커뮤니티 그룹입니까?
mima@baltimorecity.gov으로 문의하십시오.
라틴어 제공자 네트워크
라틴어 제공자 네트워크는 보건, 교육, 이민, 비즈니스, 고용,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볼티모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라틴어 커뮤니티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개 이상의 조직과 200명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
커뮤니티 기반 엄브렐라 조직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볼티모어 디지털 주식 연합 (BDEC)
BDEC는 헌신적인 조직과 개인을 연결하여 디지털 형평성을 증진하고 볼티모어시의 디지털 분할을 종결하는
조정된 노력을 연결합니다. 그들의 네 가지 주요 목표는 기기 액세스, 인터넷 연결 향상, 디지털 기술 및 기술
지원, 그리고 옹호입니다.
이민 아웃리치 서비스 센터(IOSC)
IOSC는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주택 정보, 교육 및 취업 기회 찾기 지원 및 식량 지원을 통해 이민자를
위해 헌신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라틴계 인종 정의 서클 (LRJC)
LRJC는 교육, 법률 지원, 커뮤니티 대화 및 옹호 프로그램을 통해 볼티모어 지역의 라틴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방어가 필요한 아이들 (KIND)
KIND는 미성년자와 이산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미국 최초의 비정부 단체입니다. 그들의 업무는
법률 서비스, 사회 서비스, 정책 및 옹호, 가족 분리 대응을 포함합니다.
세계 구호단체
세계 구호단체의 활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과 다른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경우, 여기에는 이민 법률 서비스 및 사례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달의 새로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2,500의 보조금을 받을 기회가 있는 설문조사
In-Place by AndAccess는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지역, 기업 및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업
소유자를 대상으로 30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들께는 자동으로
$2,500의 지원금과 프로보노 기술 지원 중 하나를 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11월 13일에 종료됩니다.
Andaccess.com/inplace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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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s for Pals
미국의 많은 여성들은 빈곤 기간으로알려진 여성 위생 제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Pads for Pals는 미개봉
여성 제품의 기부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 기부금은 워싱턴 D.C. 대도시 전역의 학교와 대피소에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hsia (padsforpals@yahoo.com)로 문의하십시오.
사업 성장, Empieza el Negocio de sus Sueños
GMB (Grow My Business) 는 기존 마이크로 기업과 함께 여성 기업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12가지
세션의 비즈니스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MB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신청하려면 GMB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꿈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각 단계를 안내하는 4부 시리즈 (스페인어
제공) 인 Empieza el Negocio deTus Sueños에 LEDC에 가입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Empieza el Negocio
de Tus Sueños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신청하려면 Empieza el Negocio de Tus Sueños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시장실 고용개발원 (MOED) 휴가 경력 및 자원 박람회 2022
11월 17일에 MOED는 볼티모어 전쟁 기념관 (101 N. Gay Street)
에서 홀리데이 커리어 및 자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홀리데이 커리어 및
자원 박람회 등록 양식(bit.ly/moedhา) 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홀리데이 커리어 및 자원 박람회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부여 기회
BCHD 및 시민 사업 코로나 소액 지원금
볼티모어의 역사적으로 빨간 선을 그은 지역사회는 여전히 식량,
긴급 지원, 교통 및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건강 관련
자원들에서 상당한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접근성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포함하여 건강 격차를 부추깁니다.
BCHD 및 시민사업은 볼티모어시의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최대
$25,000의 미니 보조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
●

소외계층의 코로나 예방접종 접근성과 교육을 높입니다.
건강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선합니다.
볼티모어시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및 봉사 (COVAX) 및 건강의 사회적 결정 (SDoH) 미니 보조금 프로그램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두 프로그램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12월 5일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티모어 시 COVAX 미니 그랜트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여성협동조합 기금촉매 보조금
여성 협동조합 촉매 보조금은 볼티모어에서 흑인과 라틴계 여성을 고용하여 협동조합을 규모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협동조합 촉매 보조금 안내 전단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려면 여성협동조합 촉매 보조금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커뮤니티 행사
●

볼티모어시 재향군인의 날 퍼레이드
Washington Monument, 699 North Charles길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12시

–4–

2022년 11월
게시판 #49
볼티모어시 시장님의 이민자 사무소(MIMA)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보낸 후, Brandon M. Scott 시장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사심 없는 서비스를 인정하기 위해 볼티모어시 재향군인의 날 퍼레이드의 복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퍼레이드는 워싱턴 기념비에서 시작하여 전쟁 기념 광장에서 마무리됩니다.
●

제6회 커뮤니티 포럼 건강한 노화: 건강하고 튼튼하며 탄력적인 노화 유지
줌
월요일–화요일, 11월 14일–15일
존스 홉킨스 임상 번역 연구소 (Johns Hopkins Institute for Clinical Translational Research) 에서
지역 주민, 환자, 과학자 및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한 노화에 대한 "진짜 이야기" 를 나누고
과학자와 임상의가 우리 나이만큼 잘 사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1박 2일1동안 열립니다. 커뮤니티 포럼 Eventbrite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요.

국가적 해프닝
국토안보부 (DHS)는 가석방 프로그램 및 베네수엘라인 대상 타이틀 42 추방 확대를 발표합니다
10월 12일에 DHS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와 그 직계 가족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발표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그들은 "허가 없이 입국항 사이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베네수엘라인은 멕시코로 돌려보낼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피난처를 찾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가석방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으며, DHS가 망명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있습니다.
DHS, 에티오피아에 임시 보호 상태 (TPS) 지정
10월 21일에 DHS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TPS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정에 따라
TPS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시행을 위한 최종 공공 요금 규칙
지난 대통령 행정부 이후, 공공요금 시험의 시행은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한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2월에 DHS의 최종 공공 요금 규칙이 발효되어 이전 행정부 이전에 있었던 공공 요금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회복됩니다.

취업 기회
[신규] 자급자족 프로그램 조정자,메릴랜드 난민·애자일리스 사무소(MORA)
[신규] 타히리 정의 센터 직원 변호사
[신규] 난민 청소년 프로젝트 전문가, 볼티모어시 커뮤니티 칼리지의 난민 청소년 프로젝트
패러럴 (이중 언어 스페인어/영어 선호), 공공정의센터
경제개발담당관, 볼티모어 개발공사
이중 언어 클레임 처리자, 범죄 예방, 청소년 및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주지사 사무소
이중언어 주택 상담사, 메릴랜드, 라틴계 경제 개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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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주택 상담사, 볼티모어, 라틴계 경제 개발 센터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를 위한 최신 정보와 자원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싶으십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MIMA를 팔로우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월별 업데이트를 받거나 싣고 싶은 공지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mima@baltimorecity.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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