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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히스패닉 유산의 달!
2022년 시장의 히스패닉 유산상
MIMA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히스패닉/라티노 커뮤니티 회원을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Mayor Brandon M. Scott과 볼티모어 시 히스패닉 의회는 볼티모어 히스패닉/라티노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회원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 히스패닉 시장 유산
상을 수여합니다.
COVID-19에 대응하여 히스패닉/라틴엑스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2022년 시장 히스패닉 유산상 후보 제출 마감일이 2022년 9월 16일
mima.baltimorecity.gov/HispanicHeritage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행사
히스패닉/라틴계 커뮤니티 파트너가 주최하는 커뮤니티 이벤트에서 축하 행사에 참여해 보십시오:
●

Somos Baltimore Latino Feria Comunitaria/커뮤니티 페어
9월 17일, 토요일 11am–6pm
Sacred Heart of Jesus Church (600 S Conkling St, Baltimore, MD 21224)

●

Festival de Independencia
9월 18일, 일요일 12–9pm
Joseph Lee Park (6300 E Pratt St, Baltimore, MD 21224)

●

톈퀴즐리: 라틴 아메리카의 장인 시장과 축제
9월 24일, 토요일 3–7pm
Creative Alliance (3134 Eastern Avenue, Baltimore MD 21224)

●

뮤베톤과 베이비페스트 5K
9월 24일 토요일, 12–4pm
Virginia Baker Patterson Park Recreation Center (2601 E Baltimore St, Baltimore, MD 21224)

●

피에스타 볼티모어 퍼레이드와 축제
10월 9일, 일요일 10am–7pm
Patterson Park Pulaski Monument

코로나19 업데이트
청소년 및 성인 부스터 업데이트
2022년 9월 1일 목요일에 CDC는 새로운 버전의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 용량으로 투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백신들은 현재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가을과 겨울 시즌에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많이 보호받고
싶다면, 이 새로운 백신의 부스터를 받으세요!
누가 새로운 백신의 부스터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1차 COVID-19 백신 시리즈(J&J 1회분 또는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2회분)를 완료한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새로운 부스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17세 사이인 경우 새로운 화이자 부스터, 18세 이상인 경우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부스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의 부스터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마지막 접종이 두 번째 접종이든 다른 접종이든 상관없이 마지막 접종 후 2개월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새로운 백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새로운 백신의 공급은 약국, 의료 기관, 그리고 지역 보건 부서에 전달되었습니다. 볼티모어 시 보건부의 면역 클리닉과 모바일 COVID-19
백신 클리닉은 이번 주에 새로운 백신을 배포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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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COVID-19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CDC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처음 찾고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시 확인하십시오.
치료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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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MIMA의 COVID-19 자료 허브는 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에서 여러 언어로 경제, 건강, 음식 및 학교 자원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볼티모어시 보건 당국 (BCHD) 코로나19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6개월 이상의 모든 볼티모어 시 주민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등록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볼티모어시
보건부의 예방접종 등록 웹페이지에 방문하거나 443-984-8650으로 전화하세요. 스페인어 사용자는 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예방접종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 이내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테스트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도시 서비스
도시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도시 서비스 상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커뮤니티 파트너 스포트라이트
8월 한 달 동안 MIMA는 그룹 및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그룹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하는 일을 공유하며,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IMA와의 만남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 민족 시민 단체, 종교 기관 또는 다른 커뮤니티 그룹입니까?
mima@baltimorecity.gov으로 문의하십시오.
자유의 약속 (Liberty’s Promise)
Liberty's Promise는 15-21세의 저소득 이민 청년들에게 시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 교육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직업에 착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자유의 약속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동남 커뮤니티 개발 공사
동남 커뮤니티 개발 공사 (Southes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SDS)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우스이스트 볼티모어를 위한 주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예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초 주택 구매자 상담, 사례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도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만약 임대료가 밀리고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Southnest CDC는 임대 지원 신청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 남동부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임대료, 공공요금
또는 수도요금이 밀린 경우, 볼티모어 남동부의 가족들에게 코칭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가족 안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남동 CDC 410-342-3234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타히리(Tahirih) 정의 센터
타히리 정의 센터는 성별에 따른 폭력에서 탈출한 이민자 생존자들을 돕는 국가, 비영리 단체입니다. 간단한 조언과 상담을 원하시면, 서비스
신청자들은 타히리 정의 센터의 볼티모어 전화 410-999-1900으로 전화를 걸어 이민 법적 옵션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타히리 정의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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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Around Inc
TurnAround Inc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력 및 인신매매의 생존자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집단
및 개별 치료, 법률 옹호, 긴급 대피소, 소개 및 고용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urnAround In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전화하십시오.
CAIR Coalition
CAIR Coalition은 DC 대도시 지역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구금 및 추방 위험에 처한 모든 이민자 남성, 여성 및 아동에 대해 평등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AIR Coalition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달의 새로운 소식?
성공을 위한 기업가 교육 (Entrepreneur Training for Success, ETS)
확장하고자 하는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는 부업이 있습니까?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이 있습니까? ETS는 비즈니스, 인력, 라이프
및 리더십 기술에 대한 3개월 집중 과정입니다.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ETS는 금융 리터러시의 기초와 결합된 마이크로 기업가정신의
기초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TS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인 학습 센터 (ALC)의 GED 및 영어 수업
스트롱 시티 볼티모어의 ALC는 저렴한 GED 시험 준비와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스트롱 시티 볼티모어의 전단지나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계 경제 개발 센터의 중소기업 대출
LDC(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과의 신용 획득에 장벽에 직면한 기업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커뮤니티 개발 금융 기관(CDFI)입니다. LDC는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현지 비즈니스를 시작, 안정화 및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당신은 다음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금 조달 요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Cuéntenos acerca de senceidades de financiamento(pipedrive.com) 또는 Alejandro Arizaga가(aarizaga@ledcmetro.org)에
문의하십시오. LEDC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전단지를 참조하거나 LED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볼티모어는 사업을 의미 (Baltimore Means Business)
모건 주립 대학교는 3년 연속으로 기업가들을 위한 볼티모어 사업을 의미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볼티모어는 사업을 의미
프로그램은 연간 1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인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용량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추가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즈니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맞춤형 성장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https://bit.ly/bmbmorga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마감일은 동부 표준시로 늦어도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회기는 2022년 10월 13일에 시작됩니다. 기업이 최대 5천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BMB@morgan.edu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43)885-3396으로 전화하세요.
볼티모어 시민들을 위한 임대 지원
볼티모어 시 거주자들은 bmorechildren.com/residents과 410-396-5555로 임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료, 법률 서비스,
유틸리티 지원 및/또는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면, 권리가 있어요! (410) 625-9409로 공공정의센터로 전화하세요.
영어 밖에 다른 언어도 할 줄 알고 지원 절차 도와달라고요? 이 단체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
남동부 CDC 443-416-9788, 월~금, 9AM-5PM
●
LDC(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410-929-2894(전화 또는 문자) 또는 bchousing@ledcmetro.org
●
CASA 410-732-7777 또는는 mcedillo@wearecasa.org
또한 tinyurl.com/EPPreferencia에서 MIMA의 소개 양식을 작성하여 CASA, 남동부 CDC 및 LEDC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티에 살지 않나요? rentrelief.maryland.gov을 방문하거나 메릴랜드 긴급 렌탈 지원 콜 센터(877-546-5595)에 전화하여 해당
카운티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볼티모어 시 긴급 주택 담보 대출 및 주택 지원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인가요? 긴급 모기지 및 주택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Mortgage & Housing Assistance Program, EMHAP)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볼티모어 시 주택 소유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기한이 지난
주택담보대출금을 지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의 보조금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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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S. Cities (New American Cities, NAC)
루터 이민 및 난민 서비스의 혁신적인 새 프로그램인 NAC는 경로 구축, 진로 탐색, 챔피언 및 연합의 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권한 부여, 사회적 이동성 및 다양하고 포괄적인 커뮤니티를 촉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AC 정보 슬라이드 덱 또는 NAC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에게 문의하려면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jXrAnsD6xpyxxotIn7_3Vw6I6nwEgp24mpkjmhakhU6nRA/viewformbit.ly/NACProgram22에서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Stephanie Starr (SStarr@lirs.org) 또는 Hadeel Aljuboori (haljuboori@lirs.org)에게
문의하십시오.
임업 트리 키퍼와 잡초 전사 훈련 (Forestry TreeKeepers and Weed Warriors Trainings)
볼티모어 트리 키퍼와 잡초 전사는 트리 관리 및 비네이티브 침입(NNI) 식물 관리를 촉진하는 무료 가상 및 직접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은 인증을 받고 나무 심기, 나무 가지치기 및 NNI 식물 제거 이벤트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현재 TreeKeepers와
Weed Warriors 모두 가능합니다! TreeKeepers: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Weed Warriors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보조금 기회
깨끗한 군단
볼티모어 시는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기금 중 1,470만 달러를 지역사회 및 도시 전체 조직과 협력하여 볼티모어 주민들을 고용하여 최대
15개 선정된 지역의 더러운 골목길, 공공 쓰레기통, 그리고 너무 무성하고 쓰레기가 가득 찬 공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볼티모어 시민 기금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요청 및 보조금 신청서 (2022년 9월 19일 오후 5시 마감)에
액세스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십시오.
성장 과제를 위한 게이트웨이 (G4G)
G4G는 최대 15개 지역 사회가 미국 이민 위원회와 환영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지역사회에 이민자 포함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회입니다. 원서접수는 현지시간으로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FAQ) 다루기 위한
브리핑 웹 세미나가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ET. 웹 세미나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4G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커뮤니티 행사
●

리듬 앤 릴 영화 및 콘서트 시리즈
West Shore and Conway Parks
리듬 앤 릴은 도시 공원에서 무료 영화와 콘서트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노력입니다. 다가오는 영화 및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전단지를 보려면 각 위치/날짜를 클릭하십시오): West Shore Park: 9/14 , Conway Park: 9/23 , West Shore Park:
9/28

●

참시티 라이브 페스티벌
9월 24일 토요일, 12–8pm
War Memorial Plaza
예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역 음식의 절충적인 혼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초의 참 시티 라이브 축제를 모두 무료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또한 9월 16일까지 식품, 소매 또는 예술품 판매업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사건
아프가니스탄 조정법
아프가니스탄 조정법은 그들이 난민으로 정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합법적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에게 복잡한 망명 시스템의 맥락에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 상정되었습니다.
환영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의원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조정법을 지지하고 통과시키라고 말하세요.

●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법안에 대해 교육하세요.

●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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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퍼뜨리세요.

동남아시아 구호 및 책임 플랫폼 (Southeast Asian Relief & Responsibility, SEARR)
SEARR 플랫폼은 전쟁과 대량학살에서 살아남은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불의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여 이민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플랫폼은 (1)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과 추방된 사람들의
새로운 경로에 대한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과 (2) 구금 및 추방 위기에 처한 동남아시아 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옹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AR 캠페인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Socheatta Meng(soche@seafn.net) 및 Kevin Lam(kevin@seafn.net)에
문의하십시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
SEARR를 조직으로 승인하려면 로그인하십시오.
●

캠페인에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세요.

●

SEAR 툴킷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취업 기회
경제개발담당관, 볼티모어 개발공사
이중 언어 클레임 처리자, 범죄 예방, 청소년 및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주지사 사무소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메릴랜드, LEDC
이중언어 주택 카운슬러, 볼티모어, LEDC
모바일 커리어 네비게이터 - 이중 언어 스페인어/영어, 시장 고용 개발 사무소(Mayor’s Office of Employment Development, MOED)
홍보 담당자, MO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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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