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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MIMA는 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업데이트
도시 서비스 현황 확인코로나 19로 인해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었던 입주자 대면 도시 서비스의완전한 복원을 위해
주요 도시 서비스가 대면 액세스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자는 Baltimorecity.gov/servicestatus를방문하여
업데이트된 도시 서비스 목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MA는 볼티모어시 보건부, CASA, 에스페란자 센터, 국제구조위원회(IRC)와 협력하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과 고위험 방문 서비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이민자들을 위해 백신접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만 12세 이상인 모든 볼티모어시 거주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신청하려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는 covax.baltimorecity.gov를 방문하십시오. 스페인어 구사자는에스페란자 센터(667-600-2314)에
전화를 걸거나 음성 메일을 남겨백신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24~48시간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제 구조 위원회(571.412.1202)에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FAQ

델타 변이는 새로운 것입니다. 델타 변이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델타 변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영어와스페인어로 된 FAQ 그래픽을 확인하세요.

델타란 무엇입니까?
델타는 코로나 19의 변종입니다

변이와 돌연변이는 정상입니까?
네, 전파되는 모든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이를 만듭니다.

모든 변이는 위험합니까?
그 델타 같은 변이는 다른 변이보다 더 위험합니다.

변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변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는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델타 변이는 훨씬 더 위험하며 정상 변형보다 두 배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염성 200% 증가).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백신은 델타 변이체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적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도시 이민자 공동체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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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볼티모어에 어떤 의미입니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지역 사회는 특히 취약합니다.

보건 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볼티모어에서 예방 접종이 가장 적은 지역에 더 많은 이동식 진료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네,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이 증상이 없거나 아프지 않더라도 델타 변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네! 예방 접종은 심각한 질병, 입원 및 사망의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청소년 백신 홍보대사
청소년 백신 홍보대사가 되어 볼티모어의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향후 진행될 예방접종 클리닉
MegaMart (3400 Annapolis Road )
9월 18일과 25일토요일오전 10시 -오후 2시
화이자 1위, 2위, J&J

Digital Harbor (1100 Covington Street)
9월 23일목요일오전 10시 -오후 1시
화이자 1차및 2차투여

BayBrook Elementary School (4301 10th Street)
9월 23일목요일오후 3시 ~ 6시
화이자 1차및 2차투여

Soccer Tournament - Frank C. Bocek Park 3000 E Madison St)
9월 26일일요일오전 11시 ~오후 3시
화이자 1차및 2차투여

검사

매주 월요일 MIMA의 페이스북에서 다음 주 검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향후 MIMA 이벤트
히스패닉 헤리티지 어워드 후보
볼티모어 히스패닉/라틴계 공동체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구성원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히스패닉 헤리티지 상을 받을
사람을 지명하세요!

2021년 9월 17일 금요일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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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피지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개인은 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 신흥 리더 - 만 21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교육자 - 라틴계 공동체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
● 서비스 제공자 - 라틴계 공동체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
● 자원봉사자 - 업무 책임 이상으로 라틴계 공동체와 협력. 만 2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델피나 헤이디 페레다 에체베리아 상 - 고 델피나 헤이디 페레다 에체베리아의 다리 건설과 연민을 보여주는
공동체 회원

Mima.baltimorecity.gov/HispanicHeritage에서 지명을 제출하세요

이달의 새로운 소식
IRC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메릴랜드 기금국제구조위원회(IRC) 메릴랜드 기금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당국은
메릴랜드에 정착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자와 다른 아프가니스탄 이재민들을 메릴랜드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SIV 이재민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 정부에 복무한 통역사, 의료진 및 지역 사회 구성원입니다. IRC는 2008년에 이 프로그램이 설립된
이래로 메릴랜드에 2,000명 이상의 SIV를 재정착시켰으며, 대부분 볼티모어 및 교외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IRC는 2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SIV 이재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여기를 클릭하여
웰컴 투 메릴랜드 기금에 기부하세요.

2020년 예비 인구 조사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지난해 2020년 인구 조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동안 완료되었습니다.
전염병과 다른 요인(예: 서면 양식에서 온라인 양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볼티모어의 인구가 과소 집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소 집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히스패닉/라틴계 인구는 2010년보다 77% 증가했습니다.  대학 주변의
인구는 전염병의 결과로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캠퍼스를 떠났거나, 대학이 정확한 수치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0년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부는근린 통계 지역별 2020년 예비 인구 조사 데이터를 볼 수 있는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이를 올가을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민자 구직자를 위한 주 전역의 채용 박람회 9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메릴랜드 숙련이민자 태스크포스와 함께
온라인채용 자원 및 채용 박람회(새로운 미국인 대상)를 개최합니다. 편리한 시간에 집에서채용 담당자 및 채용
관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구직 기회, 복리후생, 회사 문화,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온라인 채용 박람회(bit.ly/sitfhiringevent)에 등록하세요. 통역이 제공됩니다!

국가적 사건
새로운 백신 자료 번역 난민, 이민자, 이주민을 위한 국립 자료 센터(NRC-RIM)는아랍어, 다리어, 영어, 프랑스어,
흐몽어, 라오어, 오로모어, 파슈토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 스페인어, 중국어 번체 등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백신
자료에 새로운 번역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후에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메릴랜드 난민 및 망명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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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ma.baltimorecity.gov/Hispanic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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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A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4MjYuNDUxMDY3NzEiLCJ1cmwiOiJodHRwczovL3d3dy5hcmNnaXMuY29tL2FwcHMvZGFzaGJvYXJkcy81ZjJjYjYxMTU3MjY0MGIzYmVjYTJmMjk1ZTFiYzIyOSJ9.h0WstvuUkb9PouQ3oHZyb8soR93XV_chb_cZMeedbFs/s/1017926280/br/111491735325-l
https://lnks.gd/l/eyJhbGciOiJIUzI1NiJ9.eyJidWxsZXRpbl9saW5rX2lkIjoxMDAsInVyaSI6ImJwMjpjbGljayIsImJ1bGxldGluX2lkIjoiMjAyMTA4MjYuNDUxMDY3NzEiLCJ1cmwiOiJodHRwczovL3d3dy5hcmNnaXMuY29tL2FwcHMvZGFzaGJvYXJkcy81ZjJjYjYxMTU3MjY0MGIzYmVjYTJmMjk1ZTFiYzIyOSJ9.h0WstvuUkb9PouQ3oHZyb8soR93XV_chb_cZMeedbFs/s/1017926280/br/111491735325-l
http://www.labor.maryland.gov/employment/skilledimmigrant.shtml
https://nrcrim.org/vaccines/campaigns/get-facts-campaign#%EC%86%8C%EC%96%B4%EA%B3%BC
https://www.jobapscloud.com/MD/sup/bulpreview.asp?R1=21&R2=002587&R3=0035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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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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처리 업체, Baltimore, Inc. 의 근린 주택 서비스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자,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LIR)

경로 설계자,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 (LIR)

진로 탐색자,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 (LIR)

추가 직책,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 (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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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ws-careers.vibehcm.com/portal.jsp?Vy3uQUnbK9L08fh2MmQ83svHUNIi+Sao3V#portal.jsp?VeXep3ZegmUMcDMWucKcXlfw/sk4VwRX1Q5qR/bJO3wh44EgZADEJs/P7G/I4wjMBiK69HXONhSxqls5sNTKclTdovapuSV/CtKxIcqlMvMIYlPwKgrOnRL2Uv1lepqkBFREWmuc080QuMHXkhUQd3YkG3N48VDZra4VHziQk0iTLd9ERtQgkoA==V
https://rescue.csod.com/ux/ats/careersite/1/home/requisition/8038?c=rescue
https://rescue.csod.com/ux/ats/careersite/1/home/requisition/19549?c=rescue
https://workforcenow.adp.com/mascsr/default/mdf/recruitment/recruitment.html?cid=301a5408-a748-42d5-9892-8deaccf9d270&ccId=19000101_000001&lang=en_US&jobId=9200069843701_1&source=EN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y1XgYxKiUkuGzyUMK1swrCxGQCE-E_/edit
https://lnkd.in/e6J_sS3W
https://lnkd.in/enSJHvhk
https://lnkd.in/e3qAMiUT
https://lnkd.in/ePRsaeeR
https://mima.baltimorecity.gov/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