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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볼티모어는 수 세기 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민자와 난민을 환대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환영하고 그 
가치를 높이 사며 포용하는 도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볼티모어의 시장으로서 문화를 포용하고 창조하며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한 모두가 번창하여 우리 지역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볼티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드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리소스를 다양한 언어로 살펴볼 수 있도록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이곳 볼티모어에서 고향과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으며 Charm City라고 불리는 이 매력적인 도시의 놀랍고도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이 
가이드가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볼티모어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Catherine E. Pugh 
시장 
볼티모어 시



친애하는 볼티모어 시민 여러분,

MIMA를 대표하여 볼티모어 시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난민을 돕도록 
도시의 서비스와 단체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종합 안내 책자, 
“볼티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입자용 리소스 및 서비스 
가이드”의 두 번째 버전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가이드는 영어와 더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표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이 가이드는 mima.baltimorecity.gov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정보가 볼티모어를 살펴보는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Catalina Rodriguez Lima
실장
이민국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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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및 전화번호

911
*전화 통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찰, 소방서 또는 구급차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응급상황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311
*전화 통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쓰레기 수거 또는 불법 주차를 포함하는 비응급성 문제 및 
불만 사항은 311에 전화하십시오.

211
*전화 통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수 보건 복지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무료 비밀 소개 및 정보 
상담 전화와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성폭력/가정 폭력 핫라인
전화: 443-279-0379
웹: www.turnaroundinc.org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위기 대응 
전화: 410-433-5175
웹: www.bcresponse.org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실적이 입증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House of Ruth Maryland - 하이랜드타운
전화: 410-732-2176(*스페인어 지원) 또는 24시 
핫라인 410-889-7884(*통역 지원)
웹: www.hruth.org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및 해당 자녀를 위한 응급 
보호소입니다. 학대 중재 프로그램 및 24시 핫라인을 
제공합니다. 410-889-7884

볼티모어 주검사장 사무실
120 East Baltimore Street, 9th Floor
Baltimore, MD 21202
전화: 443-984-6000  
웹: www.stattorney.org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정 호위, 위탁, 지역 사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3701 Koppers St
Baltimore, MD 21227
전화: 1-800-375-5283
웹: www.uscis.gov

합법적인 미국 이민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민 
및 시민권 자격 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전화: 877-FTC-HELP
웹: www.ftc.gov

시장에서 불공정, 기만 또는 부당 행위를 저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이민 사기를 포함한 소비자 사기 행위를 
신고하려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www.ftccomplaintassistant.gov

필수 기록 부서
6550 Reisterstown Road
Reisterstown Rd. Plaza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764-3038
웹: www.maryland.gov

출생, 사망 또는 결혼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 획득, 이혼 증명 
문서 획득 또는 입양 등록, 준정 또는 파산 선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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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고용주는 체류 상태를 빌미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직원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채용, 면접, 고용 시 차별할 수 없으며 나이, 인종, 피부색, 시민권, 가족 관계, 성별, 성적 취향,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 에이전시는 직업 소개 시 차별하거나 고용 전 차별적인 질문을 묻거나 비합법적으로 고용을 제한하는 

정보를 유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인종, 성별, 국적, 나이, 피부색, 시민권, 가족 관계, 성적 취향 또는 종교를 빌미로 직원을 희롱하거나 

괴롭힐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410-396-3141로 전화하여 커뮤니티 관계 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에 문의하십시오.
•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적절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410-396-3141로 전화하여 임금 위원회

(Wage Commission)에 문의하거나 civilrights.baltimorecity.gov/wage-commission/file에서 온라인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주거

• 소유주, 대출 기관 및 주택 매도자는 나이, 인종, 피부색, 국적, 시민권, 종교, 가족 관계, 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구매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 대출 제공 또는 주택 판매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소유주, 대출 기관 및 주택 매도자는 판매, 융자 또는 임대 시 부당한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종, 성별, 장애, 가족 관계, 피부색,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이웃 또는 아파트 

단지로 몰거나 내쫓는 시도는 불법입니다.
• 불법적인 차별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410-396-3141로 전화하여 커뮤니티 관계 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에 문의하십시오.  

치안

• 경찰 조사 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경찰 조사 전 또는 도중 변호사와 논의하여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할 것에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답변을 중단하고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나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 경찰이 질문하는 경우 본인이 체포 또는 구류되는 것인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현지 경찰이 본인을 체포하는 경우, 해당 경찰은 48시간 내로 법정에 본인을 범법 행위로 기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당신을 대해야 합니다. 
• 경찰관이 당신을 대할 때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되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도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에서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멈춰 세울 경우, 자신이 영장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your entry(귀하의 출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권리 또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410-889-8555로 전화하여 ACLU of 
Maryland에 문의하십시오.

볼티모어 시 민간 심의 위원회(Baltimore City Civilian Review Board)는 볼티모어 시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폭언, 가혹 행위,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410-396-3151로 전화하십시오. 직접 7 E. Redwood Street, 9th Floor, Baltimore, MD 21202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권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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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입학

볼티모어 시는 입학할 연도의 9월 1일을 기준으로 네 살인 모든 아동에게 예비 유치원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예비 유치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려면 www.baltimorecityschools.org를 방문하거나 443-984-2000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여 유치원~8학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은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두 개의 간편한 단계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학군 학교 검색

학군 학교란?
지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인근 공립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주소상으로 학생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군 학교가 어디인지 어떻게 찾죠?
이 정보는 볼티모어 시 학교 위치 탐색기(Baltimore City School Locator)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baltimorecityschools.org/Page/25632. 또는 410-396-86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2. 학군 학교 방문 및 입학 신청

자녀에게 적절한 학교를 찾은 후, 다음 필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 출생 증명서 또는 생년월일이 표기된 기타 정부 발행 문서
•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법적 후견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예방 접종 기록  

* 예방 접종 서비스(Immunization Services)는 T.I.K.E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410-396-4454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 현재 건강 진단 증명서
• 최소 두 개의 거주 증명서 

*다음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스 및 전기와 같은 고지서, 수도 고지서, 원본 임대 계약서, 증서, 은행/
주택 담보 대출 명세서,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급여 지불 문서, 그리고 사회 보장/사회 복지 사업 문서(최근 
30일 이내 날짜)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해당하는 경우)
• 납 검사 증명서

특정 학교에 학군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 본부(Baltimore City Public Schools’ 
Headquarters)의 입학, 선택 및 전학 사무실(Office of Enrollment, Choice, and Transfers)을 방문하여 배치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주소: 200 E. North Ave., Baltimore, MD 21202.

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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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9~12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는 학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입학 절차가 다릅니다. 학생이 요구 
사항과 관심사에 가장 적합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 고등학교 목록은  
www.baltimorecityschools.org/schools/school cho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터 학교 신청 희망자를 위한 몇몇 옵션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터 학교란 도시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도시 내 모든 차터 학교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baltimorecityschools.org/Page/24375를 방문하십시오. 

중요한 기타 정보

휴교
학교는 악천후로 인해 늦게 시작하거나 해당일 휴교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지 학교 웹사이트 
또는 www.baltimorecityschools.org뿐만 아니라 현지 TV 및 라디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443-984-2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볼티모어 시 학교 경찰(Baltimore City School Police Force)은 학생과 학교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합니다. 학교에 간 자녀의 안전에 관련된 질문 또는 고려 사항이 있으면 
443-984-2000으로 전화하여 콜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응급상황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언어 사용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에서 언어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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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

Big Brothers Big Sisters of the Greater 
Chesapeake 
3600 Clipper Mill Rd Suite 250 
Baltimore, MD 21211-1948 
전화: 410-243-4000 
웹: www.biglittle.org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잠재 능력을 깨닫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습니다.

College Bound Foundation 
300 Water St. Suite 300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783-2905  
웹: www.collegeboundfoundation.org 
이메일: info@collegeboundfoundation.org

18개의 볼티모어 시 공립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정규 대학 
상담사와 필요 기반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Girl Scouts of Central Baltimore  
4806 Seton Dr.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358-9711  
웹: www.gscm.org 
이메일: membercare@gscm.org

여자아이가 잠재 리더십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걸스카우트(Girl Scouts)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여자아이에게 용기, 자신감 및 인격을 길러줍니다.

YouthWorks 
417 East Fayette St. Suite 468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396-5627   
웹: youthworks.oedworks.com 

볼티모어 시 전역에서 여름 방학 동안 14세~21세의 젊은 
인력을 고용하는 여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입니다.

Central Scholarship 
6 Park Center Court Suite #211  
Owings Mills, MD 21117   
전화:  410-415-5558 
웹: www.central-scholarship.org  
이메일: gohigher@central-scholarship.org

교육 관련 자금을 제공하고 현명하게 교육에 관련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합니다.

YO! Baltimore- Administration 
101 W. 24th St.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96-6722 
웹: www.yobaltimore.org  

YO! Baltimore는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 분리되었던 청년층이 
임금 소득을 늘리고 교육 자격증을 받도록 성공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Mi Espacio, CASA Baltimore 
2224 E. Fayette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732-7777    
웹: www.wearecasa.org

볼티모어 시의 학교에 등록된 14~21세의 라틴 아메리카계 
청소년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워크숍 및 개인 
상담을 통해 대학 입학 지원도 제공합니다.

Strong City Baltimore 
3503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261-3520 
웹: www.strongcitybaltimore.org

Adult Learning Center는 성인 기본 교육(Adult Basic 
Education) 및 영어 습득(English Language Acquistion)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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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 Lanaea C. Featherstone 
Foundation 
2031 Kennicott Rd. 
Windsor Mill, MD 21244 
전화: 410-294-4055  
웹: www.thefeatherstonefoundation.org

볼티모어 시에 거주하는 라틴 아메리카계 커뮤니티를 위해 성인 
자급자족 및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볼티모어 대학에 다니는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 학생에게 성과 기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Johns Hopkins Centro SOL 
5200 Eastern Ave. Mason F.  
Lord Center Tower Suite 4200  
Baltimore, MD 21244 
전화: 410-550-1129   
웹: www.jhcentrosol.org

2개 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를 사용하는 고등학생에게 전문 
통역 및 STEM(과학, 기술, 교육 및 수학)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여름 학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국제 구호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 Baltimore) 
1900 N. Howard St., Room 200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27-1885   
웹: www.rescue.org

난민, 망명자 및 기타 서류 등록된 인도주의적 이민자에게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speranza Center | Catholic Charities of 
Baltimore 
430 S. Broadway   
Baltimore, MD 21231 
전화: 443-825-3433    
웹: www.catholiccharities-md.org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시민권 수업, 컴퓨터 
활용 능력, 방과 후 개인 지도를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시 커뮤니티 칼리지(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710 E. Lombard S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462-8300 
웹: www.bccc.edu

학교 수업 보충용 언어 실습, GED 준비, 그리고 GED 
수업과 노동력 개발과 같은 성인 교육을 포함한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시민권 준비 과정도 
제공합니다.

Catholic Charities: St. Jerome’s Head 
Start 
915 Sterrett St.  
Baltimore, MD 21230 
전화:  410-685-1700  
웹: www.catholiccharities-md.org/services/
head-start-early-head-start/baltimore-city-
head-start

Head Start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 및 삶의 
성공 가능성을 개선하도록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돕는 아동 및 
가족 발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기반 라틴 아메리카계 단체(EBLO) 
606 S. Ann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563-3160 or 443-257-4870 
웹: www.eblo.org

학령 아동에게 방과 후 활동, 2개 국어 컴퓨터 학습원, 주말 
개인 지도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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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Raices/My Roots at Patterson Park 
공립 차터 학교 
27 N. Lakewood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558-230 
웹: www.pppcs.org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 가족을 위해 교육, 보건 및 커뮤니티 
리소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교육 및 지원 그룹입니다.

이민자 봉사 서비스 센터(Immigration 
Outreach Service Center), Inc. 
St. Mathews 가톨릭 교회  
5401 Loch Raven Blvd. 
Baltimore, MD 21239 
전화:  410-323-8564 
웹: www.ioscbalt.org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학령 아동용 개인 지도 및 이민자 
문제에 관한 토론식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난민 청년 프로젝트(Refugee Youth Project) 
볼티모어 시 커뮤니티 칼리지(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전화: 410-558-3194   
웹: www.refugeeyouthproject.org

더 손쉬운 미국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난민에게 방과 후 
프로그래밍, 영어 훈련, 시민권 준비 및 직업 기술 개발을 
비롯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ccer Without Borders 
3700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205-9792  
웹: www.soccerwithoutborders.org

영어 능력, 팀워크, 학업 성취 및 교차 문화적 기술을 개발하며 
건강한 삶을 장려하는 축구 기반 프로그래밍을 통해 난민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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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Suite 300, 1331 G St. NW  
Washington, DC 20005 
웹: www.aila.org

지속적인 법률 교육, 정보, 전문 서비스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주변에서 변호사를 찾으려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퀵 링크 아래서 “find an immigration lawyer(이민자 
변호사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Justice for Our Neighbors 
3405 Gough St. 
Baltimore, MD 21224 
전화:  240-825-4424 
웹: www.njfon.org  
이메일: contact@dcmdjfon.org

JFON(Justice for Our Neighbors)은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볼티모어 
클리닉 소재지에서 Immigration Legal Clinics(이민자 법률 
클리닉)을 주최하여 조언 및 상담이 필요한 잠재 고객을 찾고 
맡을 사건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해당 클리닉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려는 잠재 고객은 먼저 
클리닉에 방문해야 합니다.

World Relief Baltimore Immigration Legal 
Clinic 
7 E. Baltimore S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244-0002 
웹: www.worldrelief.org/baltimore-clinic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이민 옵션, 
영주권 및 취업 허가증, 가족 구성원과 미국에 잔류 또는 
재결합하기 위한 탄원서, 귀화 허가 신청서, TPS 및 DACA 
신청서, 범죄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국외 추방 절차에 대한 
항의를 이해하도록 이민자 및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대변합니다.

CASA Baltimore 
2224 E. Fayette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732-7777  
웹: www.wearecasa.org

다양한 법률 문제, 시민권 준비 및 N-400 신청 지원, 고용 및 
임금 착취 사건, 그리고 DACA 신청 지원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Esperanza Center | Catholic Charities of 
Baltimore 
430 S. Broadway  
Baltimore, MD 21231  
전화:  443-825-3433 
웹: www.catholiccharities-md.org/services/
esperanza-center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민 신분 또는 
시민권을 취득, 연장 또는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메릴랜드 장애법 센터(Maryland Disability 
Law Center) 
1500 Union Ave. Suite 2000 
Baltimore, MD 21211 
전화: 410-727-6352 
웹: www.mdlclaw.org

주거, 교통, 의료 및 고용된 장애인에 관련된 사회 보장법 관련 
사건과 장애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국제 구호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 Baltimore) 
1900 N. Howard St., 2nd floor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27-1885 
웹: www.rescue.org/united-states/baltimore-
md

난민, 망명자 및 기타 서류 등록된 인도주의적 이민자를 위한 
이민자 서류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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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의 센터(Public Justice Center) 
1 North Charles St. Suite 200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625-9409 
웹: www.publicjustice.org

메릴랜드의 저임금 및 빈곤층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착취, 소비자법 
문제, 주거 남용 및 이민자의 주법원,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접근에 관련된 사안을 다룹니다. 

타히리 정의 센터(Tahirih Justice Center) 
201 N Charles St., Suite 920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999-1900 
웹: www.tahirih.org 
이메일: baltimore@tahirih.org

평등 실현에 중요한 단계로 여성과 여자아이를 위한 사법 및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해 일합니다. 심사, 평가, 상담 및 조언, 
그리고 전면적인 법적 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ids in Need of Defense 
1800 N. Charles Street, Suite 810 
Baltimore, MD 21201 
전화:  443-499-2565    
웹: www.supportkind.org 
이메일: infobaltimore@supportkind.org

본국에서 핍박당하고 미국으로 인신매매되거나 학대, 유기 
또는 방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안전을 찾는 보호자 없는 아동을 
대변하는 직접 대리 및 무료 변호사의 국가적 네트워크입니다.

메릴랜드 여성법 센터(Women’s Law Center 
of Maryland) 
111 N Calvert St., Room 100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783-0377    
웹: www.wlcmd.org 
이메일: admin@wlcmd.org

여성 개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무료 법적 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법률 구조(Maryland Legal Aid) 
500 East Lexington S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951-7777  
웹: www.mdlab.org

파산, 압류, 소유주-세입자 분쟁, 정부 혜택 거절, 자녀 양육 
및 방문권, HIV/AIDS 서비스, 임금 및 실업 청구, 고용 차별, 
제대군인 혜택, 노인 법률 서비스 및 가정 폭력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프로 보노 리소스 센터(Pro Bono 
Resource Center of Maryland) 
520 West Fayette St.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837-9379 
웹: www.probonomd.org

고객 보호, 가족 중재, 압류 방지, 제대군인 혜택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 및 무보호자 아동 상담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IR 연합(Coalition) 
전화: 202-331-3320 내선: 7027 
웹: www.caircoalition.org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이민자 구치 센터 방문 및 구류된 성인 
이민자 검증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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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Baltimore 
343 N. Charles St. 1st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 
전화: 410-637-3750 
웹: www.livebaltimore.com

비용 절감 우대책, 주택 소유 상담 찾기, 주택 구매의 
기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소스입니다. 
볼티모어에 “Way to Stay(사는 방법)”을 통해 
지역별로 다닐 수 있는 학교 옵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라틴 아메리카계 경제 개발 센터(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3200 Boston St 
Baltimore, MD 21224 
전화: 202-352-3373 
웹: www.ledcmetro.org

LEDC 주거 상담사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상담 
과정, 1:1 상담 세션 및 그룹 세미나를 제공하여 
메릴랜드에서 첫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주택 소유 장려 프로그램(Baltimore 
Homeownership Incentive Program) 
다양한 위치 
 
 
*Belair-Edison Neighborhoods Inc. 
3412 Belair Rd. 
Baltimore, MD 21213 
전화: 410-485-8422 
웹: www.belair-edison.org 

HARBEL Housing Partnership 
5807 Harford Rd. 
Baltimore, MD 21214 
전화: 410-444-9152 
웹: www.harbel.org

Garwyn Oaks Housing Northwest Resource 
Center 
2300 Garrison Blvd. Room 270 
Baltimore, MD 21216 
전화: 410-947-0084 
웹: www.go-northwesthrc.org

Druid Heights CDC 
2140 McCulloh St. 
Baltimore, MD 21217 
전화: 410-523-7190 
웹: www.druidheights.com

Vacants to Value, Live Near Your Work 및 Buying 
into Baltimore를 포함하는 다양한 우대책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rporation of NW Baltimore 
3521 W. Belvedere Ave.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578-7190 
웹: www.thedevelopmentcorporation.org 

NHS of Baltimore 
25 E 20th Street, Suite 170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27-1200 
웹: www.nhsbaltimore.org

Park Heights Renaissance 
3939 Reisterstown Rd. Ste. 268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664-4890 
웹: www.boldnewheights.org

*Southeast CDC 
3323 Eastern Ave. Ste. 200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342-3234 
웹: www.southeastcdc.org 

주택 소유 서비스

*스페인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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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Career Center 
Career Center Network에는 도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두 개의 One-Stop Career 
Center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직자, 불충분 
고용자 또는 고용자, 그리고 제대군인, 장애인, 
노령자 및 청년과 같은 대상 집단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 moed.baltimorecity.gov/job-seekers

동부 One-Stop Career Center 
3001 E. Madison Ave. 
Baltimore, MD 21205 
전화: 410-396-9030

북서부 One-Stop Career Center 
2401 Liberty Heights Ave. Mondawmin Mall, Suite 302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523-1060

Youth Opportunity Community Centers  
학업 및 직장 생활이 단절된 18세~24세의 청소년 
및 청년이 YO Baltimore를 통해 정규 수업, 
GED 준비, 직업 훈련 및 기타 서비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웹: moed.baltimorecity.gov/youth-services/
programs

서부 YO Center 
1510 West Lafayette Ave. 
Baltimore, MD 21217 
전화: 410-545-6953

동부 YO Center 
1212 N. Wolfe St. 
Baltimore, MD 21213 
전화: 410-732-2661

Goodwill Industries of the Chesapeake, 
Inc. 
222 E.Redwood Stree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837-1800  
스페인어:  410-837-1800, 내선: 136 
W: www.goodwillches.org/work/employee/
how-to-get-started 
이메일: info@goodwillches.org

이력서 준비, 모의 면접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Vincent de Paul of Baltimore 
400 S. Bond St.  
Baltimore, MD 21231 및 
3445 Park Heights Ave.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732-1892, 410-225-0870 
웹: www.vincentbaltimore.org/our-programs

클라이언트 중심 고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이 안정화와 
자급자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소스 프로그램입니다.

CASA Baltimore 
2224 E. Fayette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732-7777 
웹: www.wearecasa.org 

CASA의 고용자 센터를 통한 일일 직업 알선 서비스, 고용 준비 
훈련, OSHA 및 직장 안전 훈련, 그리고 이력서 작성, 온라인 
구직 및 취업 지원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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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국제 구호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 Baltimore) 
1900 N. Howard St. 2nd floor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27-1885 
웹: www.rescue.org

난민, 망명자 및 기타 서류 등록된 인도주의적 이민자가 
취직하도록 지원합니다.

Esperanza Center | Catholic Charities of 
Baltimore 
430 S. Broadway 
Baltimore, MD 21231 
전화: 443-825-3433 
웹: www.catholiccharities-md.org/services/
esperanza-center

소개 및 신청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민자 봉사 서비스 센터(Immigration 
Outreach Service Center), Inc. / St. 
Mathews 가톨릭 교회 
5401 Loch Raven Blvd. 
Baltimore, MD 21239 
전화: 410-323-8564  
웹: www.ioscbalt.org

직업 소개를 지원합니다. 

사업 서비스

Emerging Technology Centers 
회원 기업이 최대한 빨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초기 투입 자본, 멘토, 잠재적 
파트너, 협력 공동체, 등의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성장을 장려합니다. 두 
장소에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웹: http://etcbaltimore.com

Haven Campus 
101 N. Haven St. 3rd floor 
Baltimore, MD 21224 
전화: 443-451-7000

Eastern Campus 
1101 East 33rd St. 3rd floor 
Baltimore, MD 21218 
전화: 443-451-7000

라틴 아메리카계 경제 개발 센터(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Impact Hub  
3200 Boston St. 
Baltimore, MD 21224 
전화: 202-352-3373 
웹: www.ledcmetro.org

사업 시작, 사업 계획 수립, 재정 관리, 회계, 마케팅 및 소액 
융자 확보 방법에 대한 2개 국어(스페인어/영어) 훈련을 
제공합니다.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 개발(Minority & 
Women-Owned Business Development) 
100 Holliday S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396-3818 
웹: mwbd.baltimorecity.gov

주계약업체, 하도급 업체 및 공동 기업 파트너를 포함하여 
볼티모어 시의 중소기업, 지역 기업, 소수민족 기업 및 여성이 
소유한 기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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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RO of Maryland 
101 W North Ave.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244-5802 
웹: www.kagromd.com 
이메일: kagromd@gmail.com

볼티모어 시를 포함한 메릴랜드 주 전역에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관심사와 소매업을 다룹니다.

볼티모어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 
(Baltimore Main Streets Program) 
웹: mwbd.baltimorecity.gov/baltimore-main-
streets

지역에 새로운 사업체를 끌어들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 구에 맞춤형 지원 및 공공 자원을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히스패닉 상공회의소(Maryland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1122 Kenilworth Dr. Suite 502 
Baltimore, MD 21204 
전화: 410-931-8100 
웹: www.maryland-hispanic-chamber-of-
commerce.org  
이메일: info@mdhcc.org

히스패닉 사업의 설립, 성장, 번영 및 보존을 촉진하고 메릴랜드 
주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을 육성합니다.

중소기업 리소스 센터(Small Business 
Resource Center) 
전화:  443-451-7160 
웹: www.sbrcbaltimore.com 
웹: www.Baltimoresourcelink.com  

중소기업 및 사업가에게 기술 지원, 훈련, 상담 및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회계, 소수민족 사업 
개발, 성공 훈련 등에 관한 무료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SBRC
는 다음과 같은 네 주요 부문을 지원합니다.

• 사업 성공 계획

• 시장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 수립

• 사업 현금 유동성 계획

• 사업 운영 계획 지원

볼티모어 미국 내 네팔인 협회(Baltimore 
Association of Nepalese in America) 
2906 Taylor Ave. 
Parkville, MD 21234 
전화: 443-844-7206 
웹: www.banaonline.org 
이메일: mybana@gmail.com

네팔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및 벤처 
사업을 생성하는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사업 시작 방법 
및 최고의 리소스 활용 방법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포럼을 
주최하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개발 그룹(Enterprise 
Development Group) 
3411 Bank St. 
전화: 410-545-6518 ext. 24401 
웹: www.entdevgroup.org

난민, 이민자 및 저소득층 개인, 그리고 특히 사업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재정 자원에는 
신용 건축업자 대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및 사업용 소액 
융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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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서비스

*동부 보건소(Eastern Health Clinic) 
620 North Caroline St. 
Baltimore, MD 21205 
웹: health.baltimorecity.gov/programs/health-
clinics-services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볼티모어 시 보건국)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 및 감독하며, 특히 동쪽 지역을 다룹니다. 

•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계획 및 생식 보건

• 자격이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치과 
치료

• 예방 접종 프로그램

• HIV 양성 클라이언트를 위한 1차 진료를 포함한 HIV 및 
STD 예방 프로그램

• 결핵 통제 프로그램(Eastern 클리닉만)

*Druid Health Clinic 
1515 North Ave. 
Baltimore, MD 21217 
웹: health.baltimorecity.gov/programs/health-
clinics-services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볼티모어 시 보건국)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 및 감독하며, 특히 서쪽 지역을 다룹니다.

•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계획 및 생식 보건 

• 자격이 있는 생후 2개월 이상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치과 
치료

• 10세~24세의 청소년을 위한 Healthy Teens and Young 
Adults Clinic(건강한 청소년 및 청년 클리닉)

• 남성 건강 센터(Druid 클리닉만)

• HIV 양성 클라이언트를 위한 1차 진료를 포함한 HIV 및 
STD 예방 프로그램

*Care-A-Van 
다양한 위치 
전화:  443-676-2825

Patterson Park, Eastern Avenue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전 9:00 ~ 오후 12:30

1차 진료, 예방 접종, 급성 환자 치료, 신체 및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2개 국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매독 및 HIV 검사와 여성, 영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WIC) 소개도 제공합니다. 임신 검사 
및 산전 정기 검진 소개를 제공합니다. 검진을 예약하려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Planned Parenthood of Maryland 
330 North Howard St.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576-1414 
웹: www.plannedparenthood.org 

필수 생식 보건 의료, 성교육,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의 여성, 
남성 및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more Healthy Babies 
웹: www.healthybabiesbaltimore.com

이 볼티모어 시 보건국(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 
이니셔티브는 단체와 리소스를 함께 모아 모든 아기에게 최선의 
시작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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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행동 건강 시스템(Behavioral Health 
Systems Baltimore) 
1000 S. Charles St. Tower 2, 8th floor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443-5175 
웹:  www.bhsbaltimore.org

정신 건강 서비스와 약물 오용 치료를 접하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전화번호는 약물 오용 또는 정신 
건강 위기 발생 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상시 대기 
전화입니다.

*Baltimore Medical System, Inc. 
전화: 443-703-3600 
웹: www.bmsi.org 

5개의 건강 센터와 8개의 볼티모어 시 학교 기반 
보건소를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ueva Vida 
7501 Osler Drive, Suite G-15 
Towson, MD 21204 
전화: 410-916-2150  
웹: www.nueva-vida.org 

봉사 및 교육, 의료 시스템을 찾는 암 환자 지원, 
암 생존자 지원을 통해 암에 걸린 라틴계 여성을 
지원합니다. 

볼티모어 시 암 프로그램(Baltimore City Cancer 
Program) 
4538 Edmondson Ave.  
Baltimore, MD 21229 
전화: 410-328-4673 
웹: www.umms.org/umgccc/cancer-services/
cancer-care/baltimore-city-cancer-program

유방 및 자궁 경부암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자격 
조건에 따라).

Johns Hopkins Centro SOL 
5200 Eastern Ave., Suite 4200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550-1129 
웹: www.jhcentrosol.org  
이메일: centrosol@jhmi.edu  

성인용 정신 건강 그룹과 커뮤니티 건강 교육을 
제공합니다.

*House of Ruth, 하이랜드타운 
3734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732-2176 또는 24시 핫라인 410-889-7884 
웹: www.hruth.org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개인 및 그룹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룹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6:00~오후 7:30까지 제공합니다. 

*Apex Counseling 
3200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522-1181 
웹: www.apexcounselingcenter.com 

개인, 커플 및 가족 요법, 그룹,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치료, 약물 관리, 정신 감정 및 약물 오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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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Hopkins Community Psychiatry 
Outpatient Clinic  
600 North Wolfe St. Meyer 144  
Baltimore, MD 21287 
전화: 영어 외 언어 410-502-5782 또는 410-955-5212 
웹: www.hopkinsmedicine.org/psychiatry/specialty 
areas/community psych/hispanic clinic.html   

존스 홉킨스 병원과 에스페란사 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으로, 메릴랜드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개 국어 치료사와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개인, 커플, 단체 및 가족 
심리 치료와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제공자에게 추천되어야 합니다.

*하이랜드타운 커뮤니티 건강 센터 
3700 Fleet St. 2nd floor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558-4900 
웹: www.bmsi.org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OB/GYN, 행동 건강, 
저비용 처방전 약국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혜택 활용에 대한 도움을 비롯하여 당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Inc.  
421 Fallsway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837-5533 
웹: www.hchmd.org

의료, 정신 건강 서비스, 사회 복지 업무 및 사례 
관리, 중독 치료, 치과 치료, HIV 서비스, 봉사, 감옥 
재입소 서비스, 지원 주택, 교육 및 고용 안내를 
제공합니다.

Healthcare Access Maryland 
1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2 
전화: 410-649-0521 
웹: www.healthcareaccessmaryland.org

환자가 중독 치료, 건강 교육, 임산부 및 산모 봉사, 
위탁 아동용 의료 서비스 조정을 포함하는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접하도록 돕습니다.

*Chase-Brexton Health Services 
1111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837-2050  
웹: www.chasebrexton.org

의료 서비스, 약국,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Esperanza Center | Catholic Charities of 
Baltimore 
430 S. Broadway 
Baltimore, MD 21231 
전화: 667-600-2900 
웹: www.catholiccharities-md.org/services/
esperanza-center

볼티모어 지역의 보험에 들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무료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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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Krieger Center for Child and Family 
Traumatic Stress 
1750 E. Fairmount Ave. 
Baltimore MD, 21231 
전화: 443-923-9200 또는 800-873-3377 
웹: www.kennedykrieger.org/patient-care/patient-care-
centers/traumatic-stress-center/treatment/clinic

트라우마(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치, 가정 
폭력 등)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0~18세)을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otal Health Care 
여러 위치 
전화: 410-383-8300  
웹: www.totalhealthcare.org

성인 및 아동 1차 진료, 약물 오용 치료, HIV/
AIDS 치료, 치과, 여성 및 남성 건강, 현장 약국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가족 건강 센터(Family Health Centers of 
Baltimore) 
631 Cherry Hill Rd. AND 3540 S. Hanover St. 
Baltimore, MD 21225 
전화: 410-354-2000, 410-355-0343 
웹: www.fhcb.org 

소아과, 가정의학과, 여성 건강, 행동 건강, 
청소년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센터를 제공합니다. 

Johns Hopkins Bayview Children’s Medical Practice 
4940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550-0967 
웹: www.hopkinsmedicine.org/johns_hopkins_bayview/
medical services/primary care/pediatric medicine/index.
html

다양한 2개 국어(스페인어 및 영어)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소아과 진료를 제공합니다.

The Arc Baltimore 
7215 York Rd. 
Baltimore, MD 21212 
전화: 410-296-2272 
웹: www.thearcbaltimore.org 
이메일: contactus@thearcbaltimore.org

발달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영아, 아동용 프로그램(WIC) 
여러 위치 
전화: 410-396-9427 
웹: health.baltimorecity.gov/maternal-and-child-health/
women-infant-children-wic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음식과 부모를 
위한 영양학 수업을 제공합니다.

St.Vincent de Paul of Baltimore  
400 South Bond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732-1892 
웹: www.vincentbaltimore.org  
이메일: giving@vincentbaltimore.org

무주택 및 빈곤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회복 
지원 및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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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Latino Provider Network 
전화: 443-690-1936 
웹: www.lpnmd.org 

볼티모어 대도시권의 라틴계 커뮤니티에 건강, 
교육, 이민, 사업, 고용, 미술 및 문화 분야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개 단체 및 
200명 이상의 커뮤니티 기반 멤버십 조직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Ventanilla de Salud 
600 S. Conkling St.  
Baltimore, MD 21224 
매달 첫 월요일에 운영하는 지점 
전화:  202-736-1015 
웹: www.ventanilladesalud.org 

예방 검진, 건강 교육,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 
리소스에 대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국제 구호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 Baltimore) 
1900 N. Howard St. Ste 200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27-1885 
웹: www.rescue.org/united-states/baltimore-md 

난민, 망명자 및 기타 서류 등록된 인도주의적 
이민자가 미국 의료 체계를 살펴보도록 
돕습니다.

이민자 봉사 서비스 센터(Immigration Outreach Service 
Center), Inc. St. Mathews 가톨릭 교회 
5401 Loch Raven Blvd. 
Baltimore, MD 21239 
전화: 410-323-8564 
웹: www.ioscbalt.org

법률 및 사회 서비스 추천, 이민 학생용 
개인 지도, 건강 교육, 검진 및 의료 추천을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시 보건국 노화 및 의료 서비스 부서(The Baltimore 
City Health Department Division of Aging and Care 
Services) 
전화: 410-396-2273 
웹: health.baltimorecity.gov/programs/seniors

볼티모어의 노령자가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건강 교육, 개인 관리, 교통 및 봉사 기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이니셔티브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센터(Senior Center) 
여러 위치 
웹:  http://health.baltimorecity.gov/seniors/senior-centers 

도시 전역에 14개의 노인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니어 센터는 고령자의 사회적, 
신체적 및 지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돕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 목록은 
왼쪽에 기재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311에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24 | 전입자용 서비스 및 리소스 가이드

볼티모어 시 사회 복지 사업부(Baltimore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Talmadge Branch Building(행정) 
1910 N. Broadway St. 
Baltimore, MD 21213 
전화: 443-378-4600  
웹: dhr.maryland.gov/local-offices/baltimore-city

남서부      Hilton Heights 
1223 W Pratt St.    500 N Hilton St. 

Harford-North     Harbor View 
2000 N Broadway St.    18 Reedbird Ave.

Penn-North     Dunbar-Orangeville 
2500 Pennsylvania Ave.    2919 Biddle St.

북서부 
5818 Reisterstown Rd. 

위탁 아동 양육/입양, 아동 및 성인 보호, 식품권, 
성인용 사회 복지 서비스, 임시 현금 지원, 임시 장애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아래에서 위치 목록을 확인하거나 
443-378-4600으로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하십시오.

Community Action Partnership  
여러 위치 
전화: 410-396-3228 
웹: human-services.baltimorecity.gov/community-
action-partnerships 

북부 센터 
5225 York Road 
Baltimore, MD 21212

북서부 센터 
3939 Reisterstown Rd. 
Baltimore, MD 21215

남동부 센터 
3411 Bank Street 
Baltimore, MD 21224

동부 센터 
1731 E. Chase St. 
Baltimore, MD 21213

남부 센터 
606 Cherry Hill Rd. 
Baltimore, MD 21225

저소득층 가정에 주택 및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양여금,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재산세 공제, 
면세 준비 및 상담, 연방 식품 및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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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Patterson Park 
27 S .Patterson Park Ave.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276-3676 
웹: www.pattersonpark.com 

무료 청년 및 가족 프로그램(축구, 테니스, 줌바, 등)

메릴랜드 동물원 
One Safari Place 
Baltimore, MD 21217 
전화: 410-396-7102 
웹: www.marylandzoo.org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정원 환경에 모인 야생 동물을 
연구, 보존 및 대중 공개를 위해 유지하는 시설입니다.

메릴랜드 과학 센터(Maryland Science Center) 
601 Light St. 
Baltimore, MD 21230 
전화: 410-685-2370   
웹: www.mdsci.org 

볼티모어 이너하버에 위치한 메릴랜드 과학 센터는 
1976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된 
전시관, 천문관, 관측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alters 미술관 
600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547-9000 
웹: www.thewalters.org/

대중에게 무료 개방된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이집트 왕조 전부터 20세기 유럽에 이르는 전 세계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전시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Rawlings Conservatory 
3100 Swan Dr. 
Baltimore, MD. 21217 
전화: 410-396-0008   
웹: www.rawlingsconservatory.org

Howard Peters Rawlings 온실(Conservatory)과  
볼티모어 온실(Baltimore Conservatory)로 알려진  
볼티모어 식물원(Botanic Gardens of Baltimore)은  
Druid Hill 공원에 위치한 역사적인 온실 및 
식물원입니다.

Dominic “Mimi” DiPietro 가족 스케이팅 센터 
200 S. Linwood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396-9392 
웹: bcrp.baltimorecity.gov/DiPietroIceRink

공공 및 전용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제공합니다.

Carroll Park Skateboarding & Bike Facility 
800 Bayard St. 
Baltimore, MD 21223 
전화: 410-396-7019 
웹: bcrp.baltimorecity.gov/CarrollParkSkatepark

Bayard Street의 Carroll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뒤에 위치한 스케이트보드 공원에서 기술을 시험해 
보십시오. 방문객은 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연중무휴로 개방되는 시설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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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 Murray Nature Center 
1901 Ridgetop Rd. 
Baltimore, MD. 21207 
전화: 410-396-0808 
웹: www.carriemurraynaturecenter.org

Gwynns Falls Leakin 공원에 위치한 환경 교육 
센터입니다.

City Farms 
4915 Greenspring Ave. 
Baltimore, Md. 21209 
전화: 410-396-4850 
웹: www.baltimorecity.gov 
이메일: BCRP.CityFarms@baltimorecity.gov

볼티모어 도시 농장은 도시 거주민에게 
정원 터를 임대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채소와 허브, 꽃을 기를 수 
있습니다.

Jones Falls Trail 
Druid Hill 공원 ~ 이너하버 
전화: 443-984-4058 
웹: jonesfallstrail.us 

공원, 자연 지역, 수많은 도시 지역을 관통하는 
11마일 길이의 트레일입니다.

Gwynns Falls Trail  
웹: www.gwynnsfallstrail.org 

볼티모어 시에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며 
역사적인 강변 산책로인 15마일 길이의 도시 
하이킹 및 바이킹 트레일입니다.

Baltimore Sister Cities Inc. 
4701 East Lane 
Baltimore, MD 21210 
웹: www.baltimoresistercities.org 
이메일: bsc@baltimoresistercities.org

수많은 국제 자매 도시와 미술, 문화, 사업 및 
교육적 교류 사업을 지원, 개발 및 기획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볼티모어 
시의 국제 자매 도시라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Creative Alliance 
3134 Eastern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276-1651 
웹: www.creativealliance.org

다양한 배경의 관객과 예술가를 한데 모아 
멋진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이벤트 날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BCRP 레크리에이션 센터 
여러 위치 
웹:  bcrp.baltimorecity.gov/recreationcenters

BCRP는 시민이 즐겁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볼티모어 전역에 40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8개의 방과 후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광범위한 아동 및 성인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센터를 찾으려면 왼쪽의 주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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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ch Pratt 중앙 도서관 
400 Cathedral St.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396-5430 
웹: www.prattlibrary.org 

여러 사람이 읽고 빌리거나 참조할 수 있는 도서, 간행물, 영화 및 음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브랜치 도서관을 찾으려면 아래 명단을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브랜치에서 진행되는 일일 이벤트와 수업이 주 
웹사이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Brooklyn Branch 
300 E. Patapsco Ave. 
Baltimore, MD 21225 
전화: 410-396-1120

Cherry Hill Branch 
606 Cherry Hill Rd. 
Baltimore, MD 21225 
전화: 410-396-1168

Clifton Branch  
2001 N. Wolfe St. 
Baltimore, MD 21213 
전화: 410-396-0984

Edmondson Avenue Branch 
4330 Edmondson Ave. 
Baltimore, MD 21229 
전화: 410-396-0946

Forest Park Branch 
3023 Garrison Blvd. 
Baltimore, MD 21216 
전화: 410-396-0942 

Govans Branch 
5714 Bellona Ave. 
Baltimore, MD 21212 
전화: 410-396-6098

Hamilton Branch 
5910 Harford Rd. 
Baltimore, MD 21214 
전화: 410-396-6088

Hampden Branch 
3641 Falls Rd. 
Baltimore, MD 21211 
전화: 410-396-6043

Herring Run Branch 
3801 Erdman Ave. 
Baltimore, MD 21213 
전화: 410-396-0996

Light Street Branch 
1251 Light St. 
Baltimore, MD 21230 
전화: 410-396-1096

Northwood Branch 
4420 Loch Raven Blvd.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96-6076

Orleans Street Branch 
1303 Orleans St. 
Baltimore, MD 21231 
전화: 410-396-0970

Patterson Park Branch 
158 N. Linwood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396-0983

Pennsylvania Avenue Branch 
1531 W. North Avenue 
Baltimore, MD 21217 
전화: 410-396-0399

Reisterstown Road Branch 
6310 Reisterstown Road 
Baltimore, MD 21215 
전화: 410-396-0948

Roland Park Branch 
5108 Roland Avenue 
Baltimore, MD 21210 
전화: 410-396-6099

Southeast Anchor Branch 
3601 Eastern Avenu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396-1580

Walbrook Branch 
3203 W. North Avenue 
Baltimore, MD 21216 
전화: 410-396-0935

Washington Village Branch 
856 Washington Boulevard 
Baltimore, MD 21230 
전화: 410-396-1099

Canton Branch 
1030 South Ellwood Av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396-8548

Waverly Branch 
400 33rd Street 
Baltimore, MD 21218 
전화: 410-396-6053

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