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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와  

그 주변에 

살거나 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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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책자는 여러분을 위해 FIRN (Foreign-born Information and Referral Network)이 

제작했습니다.   

FIRN 은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에서 살거나 일하는 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영어교습, 일자리 상담과 알선, 정보와 소개 서비스, 이민권 수속과 

시민권 취득 등을 도와 줍니다. 

FIRN 은 Howard County Grant-in Aid, The Columbia Foundation, The Horizon Foundation, 

United Way, 종교단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부금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소책자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영어 강좌, 일자리, 주거 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FIRN(410-992-192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카운티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Patuxent Publishing, Diane Dunn, Helen Szablya; 

지도- Eileen Straw;  출판 디자인- Deborah J. Smith; 

인쇄- The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Howard County Section 

후원- Department of Citizen Services 소속 The Office on Aging (노인과)  

National Family Caregiver Initiative Grant 

 

노인을 위한 지원 
 
Florence Bain Senior Center 

5470 Ruth Keeton Way 

Columbia, MD 21044 

전화: 410-313-7213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4:30 

 (10 페이지, 지도 6 번 참조) 

 

• 여러분과 가까운  곳을 알기 위하여  

중앙본부로 전화를 하십시오. 

• 60 세 이상의 노인은 이곳과 다른  

노인회관에서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Green Thumb, Inc. 

• 여기 직원은 URTA 버스를 타기 위한  전화: 410-243-7907 

경로우대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55 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도와 드립니다. 

 

 

중요  전화번호 
 
Telephone Service  (전화 서비스) 

신규     410-954-6260 

수리     1-800-275-2355 (24 시간) 
 
Gas and Electric Service (가스 및 전기 서비스) 

Baltimore Gas and Electric   410-685-0123 
 
Day Care (탁아소)  

Howard Co. Child Care Resource Center  410-313-193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30-오후 3:30 (오전 9:30-10:00 에 전화를 하시면 통화 가능) 

지역별, 언어별, 필요별로 공식 허가된 탁아소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unseling (재정 상담)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s  410-747-6803 

  (소비자 신용도 확립 상담서비스) 
 
Translators & Interpreters (번역가  및 통역관) 

Maryland International Center   410-576-0022 

지역 통역관과 번역가를 위한 웹사이트 안내는 www.wtci.org 이고, FIRN 도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10-992-1923 (FIRN) 
 
Weather (날씨)    410-936-1212 
 
Other Information (기타 정보) 

Howard Co. Information and Referral (하워드 카운티 정보· 소개소) 410-313-30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여권을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십시오. 

1-202-555-1212 로 걸으면 여러분의 대사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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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언어(읽기, 쓰기)교실 

 
Howard County Library   Lisbon Community Library 

(본관)     701 Lisbon Center Drive 

10375 Little Patuxent Parkway  Woodbine, MD 21797 

at South Entrance Road   전화: 410-489-4290 

Columbia, MD 21044   

전화: 410-313-7800   Miller Branch  

(10 페이지, 지도 13 번 참조)   9421 Frederick Road 

     Ellicott City, MD 21042 

East Columbia Branch   전화: 410-313-1950 

6600 Cradlerock Way     

Columbia, MD 21045   Savage Branch Library 

전화:  410-313-7700   9525 Durness Lane 

(11 페이지, 지도 4 번 참조)   Laurel, MD 20763 

     전화: 410-880-5975 

Elkridge Branch Library 

6540 Washington Blvd.   도서실개관시간: 
Elkridge, MD 21075   월–목 오전 9:30–오후 9:00 

전화: 410-313-5077   금–토 오전 9:30-오후 5:30 

    일     오후 1:00-오후 5:00 (9 월-5 월) 

 

 

 

 

 

 

 

 

 

 

 

 

 

 

 

 

도서관에는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책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어 관련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용 장난감과 카셋트 그리고 

비디오도 찾아 보십시오. 

 

하워드 카운티 도서관의 Project Literacy(프로젝트 리터러씨) 프로그램은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410-313-7900 으로 문의하십시오. 

하워드 커뮤니티 컬리지에도 언어강좌가 있습니다.  410-772-4919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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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샤핑 
 

FIRN, Inc.  
(Foreign-born Information and Referral Network) 
 

FIRN 은 미국생활에 대한 많은 질문사항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교통수단, 일자리, 

소비자 문제, 영어습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IRN 은 이민에 관한 양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적격자의 시민권 신청을 도울 수 있는 운영진이 있습니다. 

 

 

 

 

 

 

 

 

 

 

 

 

 

FIRN 
이민자와 피난민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5999 Harpers Farm Road 

Suite E-200    전화:   410-992-1923 

Columbia, MD 21044   팩스:   410-730-0113 

(10 페이지, 지도 5 번 참조)   이메일:    info@firnonline.org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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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911 

전화번호 911 을 누르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이 위치한 곳의 주소 

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없는 비상시를 대비 

해서 자녀에게 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영어를 하지 못할 시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 

씀하시면 통역관을 통하실 수 있습니다. 

 

Emergency Health Care (응급환자 처리)  

911 을 누르고 구조대나 앰블런스를 요청하거나 

하워드 카운티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갑니다.  

5755 Cedar Lane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12 번 참조) 

전화: 410-740-7890  (비상시에는 911 을 이용하세요.) 

 

참고사항: 병원의 응급실과 앰블런스 서비스는 매우 비싸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항상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질병은 의사를 찾으십시오. (의사 오피스, 웍 인 클리닉; 6, 

7 페이지 참조) 

  

Poison Control (독극물 관리)  1-800-222-1222 

 

Domestic Violence Center (가정폭력  상담소) 410-997-2272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나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학대할 경우) 

스페인어 카운셀러도 있습니다. 

 

Grassroots Crisis Hotline (일반 비상시 전화) 410-531-6677 

(모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를 때) 

 

STTAR Center (스타 센터; 성신경증, 치료, 변호, 회복)  

직통전화:    410-997-3292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강간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사무실:    410-290-6432 

 

Alcoholics Anonymous (알코홀 중독 방지협회) 410-663-1922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술문제가 있을 때) 

 

Addiction Assistance (마약 중독 관리협회) 410-313-6202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마약문제가 있을 때) 

 

Drug Abuse Treatment and Hotline  (마약 남용 치료 및 직통전화) 1-800-662-4357 

 

Police (경찰) - 비상시가 아닐 때  410-313-2200 또는 410-3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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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실 

 

하워드 커뮤니티 컬리지 (HCC)는 영어가  

제 2 언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과목을  

두 지역에서 제공합니다.  영어강좌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있고 초급과 중급 이민자에게는 무 

료입니다.  수강신청은 수업 시작 몇 주 전에 빨 

리 마감될 수 있으니 일찍 수강신청을 하십시오.   

영어강좌나 다른 성인 기본교육 강좌에 대한 질 

문이 있으면 전화해 주십시오. 
 
Hickory Ridge Building 

10650 Hickory Ridge Road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10 번 참조) 

전화: 410-772-4919  

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15-오전 11:50 

 화요일, 목요일,  오후 7:15-오전 9:50 

위치: HCC 에 문의하십시오. 

 

영어강좌 제공처 
 
Florence Bain Senior Center  420-313-7213 

(10 페이지, 지도 6 번 참조) 

수요일, 오전 10:00-정오 

담소식 회화강좌: HATS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특별히 좋습니다. 
 
Running Brook 초등학교, Swansfield 초등학교, Laurel Woods 초등학교 

프로젝트 리터러씨로 전화하십시오.  410-313-7900 

필수영어, 회화 및 읽고 쓰기,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졸업 준비, 무료 탁아소 
 
Chapelgate 장로교회   Terry Graham  410-442-1262  

2600 Marriottsville Road.   Diana Mood    410-442-2173 

Marriottsville, MD 21104 

수요일, 오후 7:00-9:00, 초급부터 상급 영어회화 (5 월) 

목요일, 오후 8:30-9:30, Let’s Talk (얘기합시다) 
 
First 침례교회    301-725-1688 

Normal Barkdull    301-725-6163 

811 Fifth Street 

Laurel, MD 20707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00-정오  

수요일, 오후 6:30- 오후 8:00 
 
FIRN 은 영어를 배워야 하지만 근무시간과 베이비 씨딩 때문에 하워드 커뮤니티 컬리지 

강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 선생님을 알선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410-992-1923 으로 전화하셔서  

자원봉사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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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Howard County Board of Education 

  10920 Route 108 

  Ellicott City, MD 21042 

  (10 페이지, 지도 3 번 참조) 

  Pupil Personnel (학생과) 410-313-6646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4:30 

 

 

 

비서에게 주소를 주고 학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학생이 받은 

예방접종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생의 건강기록부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예방접종을 

위한 날짜와 장소를 알기 위해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410-313-7500)  

이때 하워드 카운티에 거주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학교 당국은 서류가 미비한 학생이라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민상황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고, 자녀의 학교등록에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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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상시 도움처 
 

Howard Co. Dept. of Social Services 

(하워드 카운티 사회봉사부) 

7121 Columbia Gateway Drive 

Columbia, MD 21046 

(11 페이지, 지도 11 번 참조)  

전화: 410-872-42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수요일에는 신청 불가능 

 다른 서비스는 가능 ) 

푸드스탬프, 의료보조,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가정은 사회봉사부로 전화하십시오.  

정부보조 자격에 합당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출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아침 일찍 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Community Action Council 

6751 Columbia Gateway Drive, 2nd Floor 

Columbia, MD 21046 

(11 페이지, 지도 2 번 참조) 

전화: 410-313-644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4:30 (오후 2 시 이전에 도착하십시오)  

수요일에는 의뢰인 업무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액션 카운씰은 다음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저소득자를 돕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격인지 알려드립니다.   자격을 확인하려면 전화하십시오.      
           

• Maryland Energy Assistance Program 410-313-6440 

(메릴랜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연료기금과 계절별 조치 포함) 

• Head Start    410-313-6443 

(유치원에 갈 3, 4 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 

• Eviction Prevention   410-313-6440 

(사람들을 집에 거주하도록 돕습니다.) 

• Food Bank    410-313-6440 

• 저소득자에게 첫 달 집세 

• RAP (집세보조 프로그램; 집세 지불에 있어서 단기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United Way First Call for Help   410- 685-0525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를 담당합니다.)   1-800-492-0618 
 
Salvation Army 

8480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전화: 410-465-0588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00-오후 5:00 (12:00-1:00 까지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살베이션 아미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줍니다.  미리 예약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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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량 

 

FIRN 이나 Community Action Council 을 통하여 미리 자격인증을 받고, HC Food 

Bank 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개서를 받아 가십시오. 

 

Howard County Food Bank 

7101 Riverwood Drive 

(Riverwood 센터에 있음) 

Columbia, MD 21046 

(10 페이지, 지도 7 번 참조) 

전화: 410-313-6440 

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후 1:00-오후 4:00 

 

다음 장소들은 음식 저장소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시간과  

자격은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 

십시오. 

 

Chesapeake Conference 

전화: 410-995-1910 

 

Interfaith Coalition for Compassion (부활교회) 

전화: 410-997-2781 

 

Christian Services 

전화: 410-465-1060 

 

Community Action Council 

전화: 410-313-6440 

 

FISH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00-오후 8:00 

전화: 410-964-8660 

 

Long Reach Church of God 

전화: 410-997-2088 

 

St. Francis Assisi 

전화: 410-792-0470 

 

St. John the Baptist (Harper House 에서) 

전화: 410-992-6977 

 

United Way First Call for Help (Food Stamp 직통전화) 

전화: 410-685-0525  또는 1-800-492-0618 

4  THE FIRN  안내서 

일자리 정보 

 

 

Maryland State Employment Services 

7060 Oakland Mills Road 

Columbia, MD 21046 

(11 페이지, 지도 16 번 참조) 

전화: 410-312-5760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 줍니다.  컴퓨터화 된 일자리 목록과 웍샵을 포함합니다. 

실업자 등록 전화는 410-767-0954 입니다. 

 

Howard County Employment and Training 

10650 Hickory Ridge Road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10 번 참조) 

전화: 410-313-46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컴퓨터 강좌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Green Thumb, Inc. 

전화: 410-243-7907 

 

55 세 이상의 노인이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 줍니다. 

 

일자리 상담과 알선을 위해  FIRN (410-992-1923)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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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Howard Area Transit Service (HATS) 
노선, 시간표, 요금은 410-313-1919 로 문의하십시오. 

 

엘리콧 시티, 콜럼비아 타운 센터, 콜럼비아 게이트 웨이를 오가는 시내버스는 

• 버스를 탈 때 정확한 요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HATS 는 노인과 장애자 그리고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에게 

요금을 할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410-313-3707 로 전화하십시오. 

 

Urban Rural Transportation Alliance, Inc. (URTA) 
아래의 기관이 인정하는 노인, 저소득자,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mmunity Action Council  

전화: 410-313-6440 

 

Department of Citizen Services  

전화: 410-313-6400 

 

Office of Aging 

전화: 410-313-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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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가구 

 

Christian Services of Howard County 

3267 Pine Orchard  Lane 

Ellicott City, MD 21042 

(15 페이지, 지도 1 번 참조) 

전화: 410-465-1060 

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1:00 

 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00-오후 1:00 
Salvation Army Thrift Store 

10350 Guilford Road 

Savage, MD 26763 

(15 페이지, 지도 6 번 참조) 

전화: 301-776-4888 

시간: 오전 8:30-오후 4:30 

비상전화: 410-685-8878 (오후 4:30 이후) 
 
Laurel Thrift Center (Am Vets) 

9880 Washington Blvd. N. 

Laurel, MD 20723 

(15 페이지, 지도 4 번 참조) 

전화: 410-792-0090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 오전 11:00-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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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ealth Department (중앙 본부) 

1000 Century Plaza (4 층) 

10630 Little Patuxent Parkway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9 번 참조) 

전화: 410-313-75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은 예방접종, 

산전관리, 가족계획, 성병에 관한 여러 클리닉이 세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 

여 예약을 받습니다.  또한 중앙 보건국에는 WIC (여성, 갖난아이,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음식 보증서를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410-313-7510 으로  문의하십시오. 

 

Health Department (엘리콧시티)  

Ligon Building 

3450 Courthouse Drive 

Ellicott City, MD 21043  

(15 페이지, 지도 30 번 참조) 

전화: 410-313-2333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위에 열거된 서비스에 추가하여, 이곳에서는 무보험 또는 피보험 저소득자 여성을 위한 

유방암과 경부암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해 주십시오. 

 

Health Department (쎄베지) 

Southeastern Community Center 

9525 Durness  Lane 

Laurel, MD 20723 

전화: 410-880-5888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 

 

어린이 보험 
18 세 미만의 합법이민 어린이는 메릴랜드 어린이 건강보험 (Marylan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 기준소득이 합당한지 자세한 문의는 

보건국으로 연락하십시오. 

 

치과치료 
메릴랜드 치과대학으로 전화하십시오. 410-706-2716 

(응급시에는 하워드 카운티 종합병원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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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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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신분증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중앙본부)  

6601 Ritchie Highway 

Glen Burnie, MD 21062 

전화: 410-768-70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4:30 

 

Beltsville MVA 

11760 Baltimore Avenue 

MD Route 1 

Beltsville, MD 20705 

(15 페이지, 지도 5 번 참조)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8:30-정오까지만 하고,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서비스 

는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보십시오.  

 

MVA Express Office 

(콜럼비아  비지니스 센터) 

6490  Dobbin  Road 

Columbia, MD  21045 

(11 페이지, 지도 15 번 참조) 

전화: 410-768-7000 또는 1-800-950-1682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4:30   

 토요일, 오전 8:30-오후 12:00: 운전면허증 서비스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 

면허증 갱신, 면허증의 이름과 주소 변경 

 Photo ID 카드, 운전경력기록 발급과 번호판 반납 

 

 
 
 

 

 

참고사항: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 글렌버니나 벨츠빌처럼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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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계속) 

 

HAPIN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단체) 

5900 Cedar Lane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8 번 참조) 

전화: 410-884-7831 

이 곳은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저임금 무보험자에게만 소개됩니다.   FIRN 으로 전화하십시오. 

 

외래 진료소 (예약이 필요하지 않음)  

Route 40 Walk –in Clinic   Briggs Chaney Medical Center 

8455 Baltimore National Pike  Route 29 and Briggs Chaney Road 

Ellicott City, MD 21043   Silver Spring, MD  20904 

전화: 410-465-6300   전화: 301-890-8000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7:00   오전 8:00-오후 9:00 

 금요일, 오후 5:00-오후 7:00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 10:00-오후 3:00  오전 9:00-오후 5:00 

비용: 첫 방문은 $50.00    

  

   Centro de la Communidad 

    320 Eastern Avenue 

   Baltimore, MD 21224 

   전화: 410-675-8906 

   시간:  월요일, 오전 12:00-오후 6:00 

    토요일, 오전 9:00-오후 3:00 
 

정신질환 치료  Howard County Mental Health Authority 

   4785 Dorsey Hall Drive, Suite 111 

   Ellicott City, MD  21042 

   전화: 410-313-735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4:30 
 

장애인 서비스  DORS (갱생 서비스과) 

   3451 Court House Drive 

   Ellicott City, MD 21043 

   전화: 410-461-0387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 

   심각한 장애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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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N 은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의 말을 하는 의사나 통역관을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임금인 경우에 약값 보조(Pharmacy Assistance)와 저임금자의 진료를 

위해서 메릴랜드 의료보험(Maryland Primary Care)을 받도록 도와 드립니다. 



주거, 저임금 서비스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Grassroots Shelter 

6751 Columbia Gateway Drive  6700 Freetown Road 

3rd Floor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21046   (10 페이지, 지도 14 번 참조) 

(11 페이지, 지도  2 번 참조)   전화: 410-531-6030 

전화: 410-313-6318   비상 은신처와 임시 주거지는 그 숫자가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전 8:00-오후 5:00    

저임금 임대 유닛, Federal Section 8 보증, 

주택구매 프로그램을 위한 신청서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하십시오. 

 

Community Homes-Columbia Housing Corporation 

10339 Twin Rivers Road 

Columbia, MD 21044 

(10 페이지, 지도 1 번 참조) 

전화: 410-730-6595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 

 

하워드 카운티 저임금 가족을 위한 다섯가지 주택마련 

보조혜택을 위한 정보와 신청서가 있습니다.  각 크기별 

아파트와 타운 하우스의 대기 목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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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시민권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he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Baltimore, MD 21201 

전화: 410-962-1898 

 (INS 자동 정보 시스템) 

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7:30-오후 4:00 

 (가능한 오전 8:00 이전에 도착하십시오) 

 

INS 양식은 1-800-870-3676 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민정보와 이민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FIRN 에 예 

약하십시오. (410-99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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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움처 

 

Legal Aid Bureau, Inc.    Legal Aid Bureau, Inc. 

하워드 카운티 지방법원   50 Plus Center 

3451 Court House Drive, 2nd Floor   East Columbia Library 

Ellicott City, MD 21043   6600 Cradlerock Way 

(15 페이지, 지도 2 번 참조)    Columbia, MD 21045 

전화: 410-480-1057   (11 페이지, 지도 4 번 참조) 

 받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 월요일, 오전 9:00-정오 

메세지를 남기십시오.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4:00 

 

 
 
아래 시간에 본관 1-888-215-5316 으로 전화를 하시면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Consumer Issues and Bankruptcy (소비자 문제와 파산)  

    월요일, 금요일 오전 9:00-오전 11:30 

     Housing  (주거)  월요일, 금요일 오후 1:00-오후 3:00 

     Public Benefits (대중이익) 화요일  오후 1:00-오후 3:00 

     General Issues (일반사항, 가정폭력 제외)  

목요일  오후 1:00-오후 3:00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수요일  오후 2:00-오후 4:00 

     Elder Law (노인법, 60 세이상)  화요일, 목요일 오전 9:00-정오 

 

형사소송인 경우 저임금자를 위한 대중 변호인을 세울 수 있으니, 적어도 법정 출두일 10 일 

전에 410-480-7777 로 전화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오후 5:00 까지 

근무합니다.  청구서류와 수입 입증 (2 개월 급료 지급서나 저임금자 지원 증빙 서류,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사람의 진술서)을 지참하십시오. 

 

Lawyers Referral Service of Howard County  (하워드 카운티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 
전화: 410-313-2030 변호사와의 처음 30 분 상담은 무료입니다. 

 

Catholic Charities  Office of Human Rights 
(예약 필요치 않은 법률소) (인권  사무소) 
430 S. Broadway, 3rd Floor   6751 Columbia Gateway Drive, 2nd  Floor 

Baltimore, MD 21231-2409   Columbia, MD  21046 

전화: 410-534-8015   전화: 410-313-6430 

시간: 수요일, 오전 9:00-정오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 오후 1:00-오후 4:00   오전 8:30-오후 4:30 

비용은 $40.00 이나 지불능력에 따릅니다. 주거, 일자리, 재정, 법집행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먼저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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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연방사회보장국) 

Lake Side Office 

8865 Stanford Boulevard, Suite 110 

Columbia, MD 21045 

(11 페이지, 지도 17 번 참조) 

전화: 410-872-4758 또는 1-800-772-121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00-오후 7:00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00-오후 4:00  (사무실) 

 

여러분이 일하거나 은행구좌를 열 때 사회보장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 때 

어린아이와 어른의 사회보장 번호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세금납부를 위한 TIN (납세자 증명번호)을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양식과 정보는 Internal Revenue Service (1-800-829-1040)로 문의하십시오. 

           

          THE FIRN  안내서  9 



하워드 카운티 지역 지도 
 




