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을 알고 계셨나요.... 

1.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귀화 

시민은 수입을 8~11% 늘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이민국(USCIS)

을 통해 6백6십 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3. 2014년 볼티모어에는 약 9,000 명이 

귀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에 관한 재미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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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될 준비가 된 이

십니까?  

 

 

 

 

 

 

 

 

 

I제휴 기관:  

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CASA  

Episcopal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Alliance  

Esperanza Center  

Immigrant Outreach Service Center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  

World Relief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볼티모어 시장 직

속 이민 및 다문화부 사무국, 

mima@baltimorecity.gov으로 연락하시거나  

http://mima.baltimorecity.gov를 방문하십

시오.  

mailto:mima@baltimorecity.gov
http://mayor.baltimorecity.gov/mima


볼티모어 지역의 시민권 서비스 

 

미국 시민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미국 시민은 ........   
1. 투표 가능. 

2.  가족을 미국으로 영구 초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 우선권 부여 받음. 

3. 연방 정부 기관 취업 가능. 

4. 선출 공무원직 진출 가능. 

5. 연방 혜택 수혜 가능. 

6. 해외 여행 시 제약사항 감소. 

USCIS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세요?  

Neighborhood Housing Services, Inc.를 

통한 대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와 소액 대출 프로그램에 대

한 자격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www.nhsbaltimore.org를 방문하거나 

(410) 327- 1200으로 전화하십시오. 

자격 요건에 대한 특정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uscis.gov를 방문하십시오.  
 

지역사회에서의 영어 강습과 같은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

도 방문하십시오:  

https://my.uscis.gov/findaclass  

기관  연락처  시민권 강좌  법률 서비

스  

신청 지원  인터뷰 준

비  

시험 준

비  

일반 정보  

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410) 986-3201 X   X X X 

CASA*+ (410) 732-2694 X X X X X X 

Episcopal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Alliance (410) 467-3751      X 

Esperanza Center* (443)825-3421/(443)825-3425 X X X X X X 

Greenmount Senior Center (410) 396-3552 X     X 

Immigrant Outreach Service Center* (410) 323-8564  X    X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410) 558-3260/(410)558-3191  X X X  X 

Strong City Baltimore (410) 261-3524    X X X 

World Relief* (410) 244-0002  X X X X X 

   * 자격이 있는 분에게는 비용 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대부 서비스 가능 

http://www.nhsbaltimore.org
http://www.uscis.gov
https://my.uscis.gov/finda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