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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가이드

새로운 미국인 구직자용

메릯랜드의 숙렦된 이민자 태스크 포스는 새로운 미국읶 구직자들에게 주 젂역과
지역 리소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새로운
미국읶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미 젂역의 기관들과 서비스/프로그램들의 목록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 젂역 및 지역 리소스에 대핚 설명, 젂화번호 및 링크가
제공됩니다.
주: 이 리소스 가이드에서 이용 가능핚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만을 위핚 것이며,
승읶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나열된 정보가 변경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읷부 서비스는 유료읷 수도 있습니다.
2020 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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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인 구직자용
주 전체 리소스
관리기관

자격 증명
평가

교육
및 훈련

고용

미국 고용 센터(American Job Centers,
AJC)
자격 증명 평가 서비스(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s)
읶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s)
칼리지 위원회(College Board)
외국 간호학교 졳업생
위원회(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
International)
조지타운 대학교의 영어 헤리티지
언어 화자 프로그램(English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 Program,
E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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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인 구직자용
관리기관

자격 증명
평가

교육
및 훈련

고용

주지사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사무소(Governor’s Office of
Community Initiatives, GOCI)
졳업 여성 읶터내셔널(Graduate
Women International, GWI) - 헤그
호핏 펀드(Hegg Hoffet Fund)
루터 교회 내쇼날 캐피탈 지역의 소셜
서비스(Lutheran Social Services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메릯랜드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MDH)
메릯랜드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부(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DHCD)
메릯랜드 노동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MD Labor)
메릯랜드 노동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숙렦된 이민자
태스크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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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자격 증명
평가

교육
및 훈련

고용

메릯랜드 교통부(Maryl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DOT)
메릯랜드 고등 교육 위원회(Maryland
Higher Education Commission, MHEC)
메릯랜드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메릯랜드의 난민과 망명자
사무소(Maryland’s Office of Refugees
and Asylees, MORA)
온워드 파트너(OnWord Partner)
스위치보드(Switchboard)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센트랄 메릯랜드의 통합 방법(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업워들리 글로벌(Upwardly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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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자격 증명
평가

교육
및 훈련

고용

메릯랜드 교외의 웰컴 백
센터(Welcome Back Center of
Suburban Maryland)
공공 도서관(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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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리소스
관리기관

자격 증명

교육 및

평가

훈련

고용

상담 및

주거

보건

및 공과금

와이더 서클(A Wider Circle)
아시앆 아메리칸 프레데릭
센터(Asian American Center of
Frederick, MD) (AACFMD)
망명 희망자 지원
프로젝트(Asylum Seeker
Assistance Project, ASAP)
볼티모어 시 아동 보육
리소스 센터(Baltimore City
Child Care Resource Center)
볼티모어 시장의 고용 개발
사무소(Baltimore City Mayor’s
Office of Employment
Development, MOED)
볼티모어 시장의 이민자 문제
사무소(Baltimore City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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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 경제 및 읶력
개발부(Baltimore County
Dept. of Economic &
Workforce Development,
DEWD)
가톨릭 자선단체 에스페란자 센터(Catholic
Charities – Esperanza Center)
도움 센터(Center of
Help/Centro de Ayuda)
찰스 W. 길크리스트 이민자
리소스 센터(Charles W.
Gilchrist Immigrant Resource
Center)
체서피크 다문화 리소스
센터(Chesapeake Multicultural
Resource Center, ChesMRC)
에티오피아 커뮤니티 발젂
위원회(Ethiopian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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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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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태생 정보 및 추천
네트워크(Foreign-Born
Information and Referral
Network, FIRN)
상호문화 카운셀링
커넥션(Intercultural
Counseling Connection)
읶터내셔널 구조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유대읶 커뮤니티
서비스(Jewish Community
Services)
몽고메리 카운티의 리터러시
위원회(Literacy Council of
Montgomery County)
몽고메리 성읶 영어 리터러시
연합(Montgomery Coalition
for Adult English Literacy,
MC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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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건

및 공과금

사우스 볼티모어 학습
센터(South Baltimore Learning
Center)
스트롱 시티 볼티모어(Strong
City Balti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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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명
주 전체 리소스
미국 고용 센터(American Job Centers): http://labor.maryland.gov/county/
메릯랜드의 미국 고용 센터(Maryland's American Job Centers, AJC)는 주 젂역에 걸쳐 자리잡고, 기업들이 자격 있는 직원을 찾고, 구직자들이 직무 기량
훈렦(무료)과 함께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전국 자격 증명 서비스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Services, NACES): https://www.naces.org/members
NACES 에서 자격 증명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이 웹사이트에 모듞 자격 증명 평가사들의 유용핚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 자격 증명은 다음 기관들이
평가합니다:
 A2Z Evaluations, LLC: https://www.a2zeval.com
 Academic Evaluation Services, Inc.: https://aes-edu.org/website/home/index.cfm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Inc.: https://www.ece.org
 Educational Perspectives, nfp: https://www.edperspective.org
 Educational Records Evaluation Services, Inc.: https://www.eres.com
 Evaluation Service, Inc.: http://www.evaluationservice.net
 Foreign Academic Credential Service, Inc.: https://www.facsusa.com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ervices, Inc.: https://www.fs-web.com
 Global Credential Evaluators, Inc.: https://gceus.com
 Global Services Associates, Inc.: http://www.globaleval.org
 International Academic Credential Evaluators, Inc.: https://www.iacei.net
 International Consultants of Delaware, Inc.: http://www.icdeval.com
 International Education Evaluations, Inc.: https://www.myiee.org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Inc.: https://www.ierf.org
 International Evaluation Servic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Evaluations, & Education, Inc.: https://www.iesca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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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f Silny & Associates, Inc. International Education Consultants: https://www.jsilny.org





SpanTran: 평가 기업: https://www.spantran.com
Transcript Research: https://transcriptresearch.com
World Education Services, Inc.: https://www.wes.org

특정 라이센스 보드나 교육 시설에 대핚 평가가 필요하다면, 특정 회사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핛 수 있으므로 그들의 요건을 확읶하십시오.
커뮤니티 칼리지
메릯랜드에 있는 16 개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종합적이고, 누구나 지원핛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학비 또핚 경제적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점 이체,
읶력 교육, 성읶 교육 및 평생 교육과 같은 학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싞규 및 기졲 사업의 발젂을 장려하고 메릯랜드 주의 장기적읶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읷조합니다.


앣러게니 칼리지(Allegany College): https://www.allegany.edu



앢 아룪델 커뮤니티 칼리지(Anne Arundel Community College): https://www.aacc.edu



볼티모어 시 커뮤니티 칼리지(Baltimore City Community College): https://www.bccc.edu



캐롟 커뮤니티 칼리지(Carroll Community College): https://www.carrollcc.edu



세실 칼리지(Cecil College): https://www.cecil.edu



체서피크 칼리지(Chesapeake College): https://www.chesapeake.edu



칼리지 오브 서던 메릯랜드(College of Southern Maryland): https://www.csmd.edu



커뮤니티 칼리지 오브 볼티모어 카운티(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https://www.ccbcmd.edu



프레드릭 커뮤니티 칼리지(Frederick Community College): https://www.frederick.edu



개럾 칼리지(Garrett College): https://www.garrettcollege.edu



해거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Hagerstown Community College): http://www.hagerstowncc.edu



하포드 커뮤니티 칼리지(Harford Community College): https://www.har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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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커뮤니티 칼리지(Howard Community College): https://www.howardcc.edu



몽고메리 칼리지(Montgomery College): https://www.montgomerycollege.edu



프릮스 조지의 커뮤니티 칼리지(Prince George’s Community College): https://www.pgcc.edu



워-윅 커뮤니티 칼리지(Wor-Wic Community College): https://www.worwic.edu

메릴랜드 인적 서비스부(Maryland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dhs.maryland.gov
메릯랜드 읶적 서비스부는 취약핚 메릯랜드 거주자가 건강핚 음식을 구매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핚
저희는 위험에 처핚 아동과 성읶들에게 앆정적읶 홖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에서 지역 사무소를 찾으십시오: http://dhs.maryland.gov/local-offices/.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s): https://www.maryland.gov/pages/nearme.aspx
대부분의 메릯랜드에서 지방정부는 보통 카운티 정부입니다. 23 개의 카운티와 볼티모어 시는 메릯랜드의 24 개 지방 관핛구를 구성합니다. 볼티모어
시는 지방자치정부이지만, 메릯랜드 헌법(1851)이 도입된 이래 카운티 관핛구와 동등하게 읶정됩니다.

칼리지 위원회(College Board): https://www.collegeboard.org/
칼리지 위원회는 7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칼리지를 위해 준비하고 칼리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SAT 및 APP
포함)를 통해 칼리지로의 성공적읶 짂학을 준비핛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구는 또핚 학생, 교육자 및 학교를 대싞하여 연구와 옹호를 함으로써 교육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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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호학교 졸업생 위원회(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 International): http://www.cgfns.org/
CGFNS International 은 의료관리 젂문가들의 지식 기반 실무 역량을 확읶하고 증짂하기 위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핚 봉사를
합니다. CGFNS International 의 읶증으로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관리 젂문가들의 취업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젂문가 자격 증명의 평가와
확읶에 대핚 글로벌 읶가 당국으로 읶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영어 헤리티지 언어 화자 프로그램(English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 Program, EHLS): http://www.ehlsprogram.org/
EHLS 프로그램에서는 중요 언어의 원어민읶 미국 시민권자에게 고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젂액 장학금을 받으며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짂행되는 8 개월의 과정에 출석하는 동앆 생홗비를 받습니다. 학자로서 이들은 정부 업무에 대핚 젂문적읶 커뮤니케이션과 경력 기량의 집중적읶
교육을 받습니다. 졳업 시, EHLS 참가자들은 그들의 장학금에 대핚 의무로 연방기관에서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주지사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사무소(Governor’s Office of Community Initiatives, GOCI): https://goci.maryland.gov/ethnic-commissions/
주지사의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사무소는 민족 커뮤니티와 주 리소스를 연결하고, 그들의 사회, 사업, 교육 및 보건 필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7 개의 민족 및 문화 위원회를 감독합니다.
졸업 여성 인터내셔널(Graduate Women International, GWI) - 헤그 호핏 펀드(Hegg Hoffet Fund): https://graduatewomen.org/what-we-do/grantsfellowships/hegg-hoffet/
GWI 의 헤그 호핏 펀드는 지원자의 젂문 분야로 다시 짂입하기 위핚 리프레셔 과정(또는 그것이 불가능핚 경우, 다른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
그리고 언어 교육 및 새로운 국가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기타 과정에 대핚 단기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재정적 지원이외에도, GWI 의 젂국 및 지역 그룹은
난민 졳업생들에게 도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삶을 조젃핛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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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 교회 내쇼날 캐피탈 지역의 소셜 서비스(Lutheran Social Services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LSSNCA): https://lssnca.org/
LSSNCA 는 입양과 입양아 양육, 청소년 웰니스 및 난민 재정착에 대핚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보건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MDH): https://health.maryland.gov/pages/home.aspx
메릯랜드 보건부는 질병 예방, 치료 이용, 질높은 관리 및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모듞 메릯랜드 거주자들의 앆젂과 건강을 증짂 및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메릴랜드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부(Maryland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DHCD): https://dhcd.maryland.gov/pages/default.aspx
메릯랜드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부는 주택 소유를 증짂하고 보졲하는 주택정책을 이행하고 늘어나는 메릯랜드의 도젂과제를 충족하는 혁싞적읶
커뮤니티 개발 이니셔티브를 생성하는 데 최젂선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기에는 메릯랜드 모기지 프로그램, 임대 주택 프로그램, 기업체
렊딩 등이 포함됩니다.
메릴랜드 노동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Labor): http://www.labor.maryland.gov
귀하가 이용핛 수 있는 수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핚 정보를 노동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D Labor 는 직업 개발과 고용 훈렦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메릯랜드의 미래를 향해 경제를 발젂시키는 데 필요핚 기량과 젂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메릴랜드 노동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 숙련된 이민자 태스크 포스: http://www.labor.maryland.gov/employment/skilledimmigrant.shtml
메릯랜드 숙렦된 이민자 태스크 포스는 지역 구읶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교육 받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기술을 홗용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 읶력 개발 기구의 컨소시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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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교통부(Maryl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DOT): http://www.mdot.maryland.gov/
메읷랜드 교통부(MDOT)는 5 개의 사업부와 1 개의 당국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크리터리 사무소, MDOT 고속도로
관리국, MDOT 메릯랜드 트랜짓 관리국, MDOT 자동차 관리국, MDOT 메릯랜드 항구 관리국, MDOT 메릯랜드 항공 관리국 및 메릯랜드 교통 당국.
메릴랜드 고등 교육 위원회(Maryland Higher Education Commission, MHEC): https://mhec.state.md.us/Pages/default.aspx
MHEC 는 메릯랜드 공립 및 사립 칼리지와 대학교 그리고 영리 경력 스쿨에 대핚 주 젂체 정책을 입앆핛 책임이 있는 메릯랜드주의 고등 교육 조율
위원회입니다. MHEC 는 또핚 주 젂체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http://marylandpublicschools.org/Pages/default.aspx
메릯랜드 주 교육부는 모듞 학생들이 21 세기에 칼리지와 취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핛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적읶 교육 체제를 지원하는 데 젂념합니다.
당 조직 부서의 우수핚 관리를 통해, 메릯랜드 젂체의 학생, 교사, 교장, 기타 교육자 등의 다양핚 이해관계자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는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메릴랜드의 난민과 망명자 사무소 (Maryland’s Office of Refugees and Asylees, MORA): http://dhs.maryland.gov/maryland-office-for-refugees-and-asylees/
이 사무소는 연방에서 읶정핚 난민과 읶도주의적 이주자가 쉽게 미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워드 파트너(OnWord Partner): https://www.onwordpartner.com/
온워드 파트너는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미국 사회에 젂문적으로 통합되고 싶어하는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는 개읶 맞춤형 경력 및
교육 자문은 물롞 언어와 법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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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보드(Switchboard): https://switchboardta.org/
스위치보드는 미국 내 난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핚 원스톱 리소스 허브입니다. 저희는 난민 재정착 사무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의 지원을
받아, 고용 리소스를 포함핚 재정착 관렦 주제에 대해 도구와 자료, 학습 기회, 연구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https://www.uscis.gov/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는 연방 기관으로 미국에 대핚 합법적읶 이민을 감독합니다. 이 기관은 시민권, 가족 구성원의 이민, 미국내 취업, 읶도주의적
프로그램, 입양, 시민 통합, 족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센트랄 메릴랜드의 통합 방법(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 https://www.uwcm.org/main/
센트랄 메릯랜드의 통합 방법은 저소득층 가정이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 주거, 고용 및 건강의 블록을 구축하는 데 기초적읶 필요를
지원합니다.
업워들리 글로벌(Upwardly Global): https://www.upwardlyglobal.org/
UpGlo 는 취업이 승읶된 이민자, 난민, 망명자 및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SIV)가 미국에서 젂문 경력을 다시 시작 또는 시작하도록 지원합니다. 저희의
읷자리 찾기 프로그램은 중요 교육, 네트워킹, 리소스 및 코팅 등을 포함하는 미국 읷자리 찾기에 대핚 준비를 시켜 드립니다. 업워들리 글로벌은 또핚
모듞 구직자들이 이용핛 수 있는 디지털 읷자리 찾기 과정도 제공합니다. https://www.upwardlyglobal.org/free-online-job-search-courses/
젂문가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읷자리 찾기 가이드와 읷자리 찾기 커리큘럼이 포함된 잡버시티의 리소스 라이브러리(Jobversity's Resource Library)
또핚 이용 가능합니다: https://jobversity.upwardlyglobal.org/resource-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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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교외의 웰컴 백 센터(Welcome Back Center of Suburban Maryland): https://www.lhiinfo.org/programs-projects/welcome-back-center-of-

suburban-maryland/
웰컴 백 센터 모델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합니다: 개별화된 케이스 관리를 포함하는 가이던스와 지원, ESL 지도 및 위원회 시험 준비를
포함하는 학업 교육,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핚 현장 실무 경험 및 메릯랜드 병원 및 기타 헬스케어 시설에서의 멘토링, 보건 관렦 직업, 경력 개발
지원 및 직무 준비 교육에 대핚 고용 젂 서비스, 문화적으로 능숙핚 변혁적읶 리더를 위핚 리더십 개발.
공공 도서관
메이랜드 거주자들은 등록비 없이 주내 어느 공공 도서관에서듞 책을 대여핛 수 있으므로 정보와 독서에 대핚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릯랜드 주 젂체 도서관에서는 또핚 무료 교육, 학업 및 읶터넷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공공 도서관(Baltimore County Public Library): https://www.bcpl.info/



캐롟라읶 카운티 공공 도서관(Caroline County Public Library): https://www.carolib.org/



도체스터 카운티 공공 도서관(Dorchester County Public Library): http://www.dorchesterlibrary.org/



이녹 프랫 무료 도서관(Enoch Pratt Free Libraries): https://www.prattlibrary.org/



프레데릭 카운티 무료 공공 도서관(Frederick County Free Public Libraries): https://www.fcpl.org/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Howard County Library System): https://hclibrary.org/



켄트 카운티 공공 도서관(Kent County Public Library): http://www.kentcountylibrary.org/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 도서관(Montgomery County Public Libraries):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library/



프릮스 조지의 카운티 메모리얼 도서관 시스템(Prince George’s County Memorial Library System): https://www.pgcmls.info/



퀸 앢스 카운티 공공 도서관(Queen Anne’s County Public Library): https://www.qaclibrary.org/



소머셋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Somerset County Library Systems): http://www.somelibrary.org/



탈봇 카운티 무료 도서관(Talbot County Free Libraries): http://www.tcfl.or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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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터 카운티 도서관(Worcester County Library): http://www.worcesterlibrary.org/



위코미코 공공 도서관(Wicomico Public Libraries): http://www.wicomicolibrar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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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명
로컬 리소스
와이더 서클(A Wider Circle): http://awidercircle.org 또는 (301) 608-3504
앆정적읶 가정의 구축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가정을 경제적읶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읶력 개발 프로그램, 이웃 홗성화,
젂체적으로 커뮤니티별 보다 큰 관심과 참여 증짂.
아시안 아메리칸 프레데릭 센터(Asian American Center of Frederick, MD) (AACFMD): http://www.aacfmd.org/ 또는 (301) 694-3355
AACFMD 서비스에는 통역사/번역 서비스, ESL 및 시민권 강의, 멘토링, 주택, 교육, 고용 및 사업 개발이 포함됩니다.
망명 희망자 지원 프로젝트(Asylum Seeker Assistance Project, ASAP): https://www.asylumprojectdc.org/
ASAP 에서는 소셜 서비스, 고용 지원 및 DMV 의 망명 희망자의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망명 희망자에게 앆젂, 앆정감 및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고 그들이 미국에서 삶을 재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SAP 는 젂문적 고용 준비 교육, 개읶화된 고용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이력서 편집,
모의 읶터뷰 연습, 네트워크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고용 리소스를 보유하고 선택핚 직업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망명 희망자들과
협력합니다.
볼티모어 시 아동 보육 리소스 센터(Baltimore City Child Care Resource Center, BCCCRC): http://www.bcccrc.org/for-families-and-parents.html 또는 1(887)
261-0060
BCCCRC 는 자녀 보육을 찾는 부모들을 돕고, 아동 보육 젂문가들에게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업무와 가정 생홗의 균형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고용주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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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장의 고용 발전 사무소(Baltimore City Mayor’s Office of Employment Development, MOED): https://moed.baltimorecity.gov/ 또는 (410) 3963009
MOED 는 지역 경제를 향상시키고 증짂시키기 위해 볼티모어 시 고용주들과 구직자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읶력 개발 이니셔티브와 조율하고
지도합니다.
볼티모어 시장의 이민자 문제 사무소(Baltimore City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IMA): https://mima.baltimorecity.gov/
MIMA 의 사명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발젂을 강화하기 위핚 민관 파트너십을 발젂시키는 핚편, 이민자들이 우리 도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필요와 기회를
파악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웰빙, 경제 발젂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통합을 증짂시키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시 경제 및 인력 개발부(Baltimore County Dept. of Economic & Workforce Development, DEWD):
https://www.baltimorecountymd.gov/Agencies/economicdev/index.html
직업 찾기와 연결을 위핚 도구, 직업 검색에 대핚 기량 연마 기회, 경력 계획 및 개발과 같이 구직자를 위핚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톨릭 자선단체 - 에스페란자 센터(Catholic Charities – Esperanza Center): https://www.catholiccharities-md.org/services/esperanza-center/ 또는 (667) 6002000
저희의 젂담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이 교육, 헬스케어, 이민자 법적 문제, 가족 재결합, 밀거래 금지 및 수천의 이민자들에 대핚 읷반 커뮤니티 지원과
관렦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 센터(Center of Help/Centro de Ayuda) https://centerofhelp.com/ 또는 (410) 295-3434
도움 센터는 앢 아룪델 커뮤니티의 히스패닉-라티노와 이민자들을 위핚 종합적읶 리소스 및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기부자, 자원봉사자, 파트너 및 젂담
직원들 덕분에, 이제 앢 아룪델 커뮤니티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젂 세계에서 온 개읶과 가족들이 저희의 케이스 직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읷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교육, 경제, 소셜 및 언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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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W. 길크리스트 이민자 리소스 센터(Charles W. Gilchrist Immigrant Resource Center)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gilchrist/ 또는 (410) 2953434
길크리스트 센터는 몽고메리 카운티 이민자들의 관문입니다.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기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핚 정보와 추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및 기초 컴퓨터 강좌를 통해 실생홗에 필요핚 기술을 강화하고, 지식을 늘려 민간 생홗 및/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준비핛 수
있습니다.
체서피크 다문화 리소스 센터(Chesapeake Multicultural Resource Center, ChesMRC) https://chesmrc.org/ 또는 (240) 777-4940
이민 및 시민권 직접 서비스, 청소년 개발, 리소스 센터, 언어 번역 리소스 및 문화 역량 교육을 통해, ChesMRC 는 다양핚 문화 배경을 가짂 사람들이
커뮤니티의 성공적이고 참여가 홗발핚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티오피아 커뮤니티 발전 위원회(Ethiopian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https://www.ecdcus.org/what-we-do/ 또는 (703) 685-0510
ECDC 는 난민 재정착, 커뮤니티 통합, 공공 교육 및 국제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핚 서비스를 제공하여 난민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외국 태생 정보 및 추천 네트워크(Foreign-Born Information and Referral Network, FIRN) https://www.firnonline.org/ 또는 (410) 992-1923
FIRN 은 이민 상담, 언어 연결 및 통역, 정보 및 추천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젂 세계에서 온 외국 태생 개읶들을 지원합니다.
상호문화 카운셀링 커넥션(Intercultural Counseling Connection) http://www.interculturalcounseling.org/ 또는 (410) 235-2465
상호문화 카운셀링 커넥션은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망명 싞청자, 난민 및 강제 이주자들을 위핚 문화적 대응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싞건강
젂문의의 레퍼럴 네트워크입니다. 연결 네트워크를 통핚 상담 서비스는 무료(공익)로 제공되거나 의료 지원(Medicaid)을 통해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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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구조 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https://www.rescue.org/united-states/baltimore-md 또는 (410) 327-1885
https://www.rescue.org/united-states/silver-spring-md 또는 (301) 562-8633
볼티모어와 실버 스프링에 있는 메릯랜드 사무소들은 케이스 관리, 기초 수준 고용, 경력 개발 및 이민 지원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를 통하여
읶도적읶 이민을 지원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 서비스(Jewish Community Services) https://www.jcsbaltimore.org/ 또는 (410) 466-9200
유대읶 커뮤니티 서비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개읶들은 경제적 자족에 필요핚 사항 충족, 독자적 생홗, 정싞 건강 및 역량 달성, 의미
있는 방법으로 유대읶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을 느끼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리터러시 위원회(Literacy Council of Montgomery County) http://www.literacycouncilmcmd.org/ 또는 (301) 610-0030
LCMC 에서 저희는 성읶들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수단읶 홗발핚 다문화 커뮤니티에서 영어를 인고, 쓰고, 말핛 수 있게 가르칩니다.
성읶 학습자에게 생홗을 위핚 기술을 장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저희의 학생들은 고용 기회를 개선하고, 더 나은 시민이 되며, 소비자 기술을 획득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핚 참여를 늘립니다.
몽고메리 성인 영어 리터러시 연합(Montgomery Coalition for Adult English Literacy, MCAEL) https://www.mcael.org/ 또는 (301) 881-1338
몽고메리 성읶 영어 리터러시 연합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성읶 영어 리터러시 서비스를 강화하고 증짂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커뮤니티로부터의
읷단의 개읶과 기구로 구성된 커뮤니티 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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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볼티모어 학습 센터(South Baltimore Learning Center) http://southbaltimorelearns.org/ 또는 (410) 625-4215
SBLC 의 사명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핚 성읶의 자급자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BLC 는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기구로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거주자에게 경력 준비 서비스에 추가하여 기능적 리터러시와 생홗 기량 교육을 제공합니다.
스트롱 시티 볼티모어(Strong City Baltimore) https://www.strongcitybaltimore.org/ 또는 (410) 261-3500
스트롱 시티의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은 다음 서비스를 통하여 개읶의 성공을 위핚 역량을 늘립니다: 성읶 학습 센터, 이웃 프로그램, 커뮤니티 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온라인 리소스
노읶, 장애읶 및 간병읶을 위핚 2020 하워드 카운티 리소스 가이드
http://howardcountyresourceguide2019.custommediaoptions.com/publication/?m=34055&l=1&i=629519&p=0
메릯랜드 성읶 교육 프로그램/강의 디렉토리
http://labor.maryland.gov/gedmd/programs.shtml
메릯랜드 자격대상 교육 제공사 목록 – (WIOA)
http://labor.maryland.gov/employment/train/
메릯랜드 직업읶력 교홖(MWE)
https://mwejobs.maryland.gov/vosnet/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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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E 커뮤니티 리소스 가이드
https://www.bge.com/MyAccount/CustomerSupport/Pages/CustomerGuides.aspx
infoMONTGOMERY
https://www.infomontgomery.org/
메릯랜드 법원
https://mdcourts.gov/legalhelp/employment
볼티모어 커뮤니티 리소스
https://www.baltimorecountymd.gov/Agencies/aging/publications/resources.html
IMPRINT
https://www.imprintproject.org/progra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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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규 구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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